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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ᆞ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
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9. 4.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ᆞ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
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
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

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을 말한다.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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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

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
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
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ᆞ자본잉여금 및 이
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21.]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2016. 7. 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16. 7. 

6.>]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
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제15조(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의 지정)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은 대부업자등 및 
그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하여 당해 대부업자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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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
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ᆞ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
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ᆞ단체와 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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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

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
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ᆞ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
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ᆞ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ᆞ계약 등에 따라 대
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
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ᆞ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
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16. 7. 

6.>]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
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라 한다)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
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
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
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
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
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

제2조의4(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
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
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
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
자금제공자"라 한다)

  2. 대부를 받으려는 자
 [본조신설 2017. 8. 29.]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7. 8. 

29.>]

제3조(등록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
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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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1. 둘 이상의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
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
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
회(이하 "시ᆞ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0. 1. 25., 2011. 4. 12., 2012. 12. 
11., 2015. 7. 24.>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
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
(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
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  <2015. 7. 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
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

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다만,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제외한
다)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
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를 금융
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각 임원 및 업무총

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5.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
려는 자는 제외한다)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정관
  10.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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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1. 둘 이상의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
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
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
회(이하 "시ᆞ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0. 1. 25., 2011. 4. 12., 2012. 12. 
11., 2015. 7. 24.>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
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
(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
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  <2015. 7. 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
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5.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

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다만,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제외한
다)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
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를 금융
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각 임원 및 업무총

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5.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
려는 자는 제외한다)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정관
  10.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
제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ᆞ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ᆞ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
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
게 신청서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
정ᆞ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ᆞ도 또는 금융위원
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
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삭제  <2015. 7. 24.>
  4. 삭제  <2015. 7. 24.>
  ⑤ 시ᆞ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
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
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ᆞ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1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2. 주주(사원)명부
  13.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등록의 실시) ①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의5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2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시행령 제2조의6제8항의 "대부업등 등록증 분
실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

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
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
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8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
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ᆞ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제5조(등록기관 변경) ① 시행령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를 현재 등록 중인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금융위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기관이 금융위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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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 1. 21.]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
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
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4. 4. 1., 2016. 7. 6., 2017. 8. 29., 
2018.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록하려는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
ᆞ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
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
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7. 6.>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
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
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
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2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
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

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현재 등록 중인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
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증
명서류를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
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기관 변경업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감독
원장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등록
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기관 
변경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업무가 완료된 경우 
종전의 대부업등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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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 1. 21.]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
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
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4. 4. 1., 2016. 7. 6., 2017. 8. 29., 
2018.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
[등록하려는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
ᆞ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
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
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7. 6.>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
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
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
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2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
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

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현재 등록 중인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
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증
명서류를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
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기관 변경업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감독
원장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등록
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기관 
변경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업무가 완료된 경우 
종전의 대부업등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록기관이 시ᆞ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
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
재 등록되어 있는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⑥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
의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6.>

  ⑦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1.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⑧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

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ᆞ도지
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7. 8. 29.>]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ᆞ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
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
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ᆞ도지사
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조의7(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
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
본에 한정한다),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

제6조(등록갱신) ① 시행령 제2조의7제1항의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
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
는 자 : 별지 제5-1호 서식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
는 자 : 별지 제5-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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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
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ᆞ등
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ᆞ도지사
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
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
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
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록되어 있는 시ᆞ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6. 7. 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09. 4. 21.]
 [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7. 8. 29.>]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
부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
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

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

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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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
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ᆞ등
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ᆞ도지사
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
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
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
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록되어 있는 시ᆞ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6. 7. 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09. 4. 21.]
 [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7. 8. 29.>]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
부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
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

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류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법 제5조의

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2의2.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각 임원 및 업무총
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5. 법인 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2. 정관
  1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4. 주주(사원)명부
  15.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

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
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ᆞ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
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ᆞ도지사
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
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제2조의8(대부업등의 교육)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제9조(교육이수증) 시행령 제2조의8제4항의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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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
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
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
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ᆞ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

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ᆞ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

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ᆞ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  <개정 2018. 11. 1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
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
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
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
다)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

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
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
총괄 사용인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
직원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신설 2018. 11. 13.>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
자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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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
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
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
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ᆞ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

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ᆞ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

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ᆞ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  <개정 2018. 11. 1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
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
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
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
다)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

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
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
총괄 사용인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
직원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신설 2018. 11. 13.>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
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

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시ᆞ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

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8. 11. 
13.>

[본조신설 2009. 4. 21.]
[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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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
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
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③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

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
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

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
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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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
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
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③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

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
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

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
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
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
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
가 없을 것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
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
출 것

 [본조신설 2015. 7. 24.]

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
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
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10. 4. 20.]
 [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1

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9. 6. 2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
통신사업

    나. 삭제  <2019. 6. 25.>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

통신사업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
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
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
는 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

매업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

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인의 성격 등을 

제10조(등록요건등) ①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1
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
는 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
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
드등 부가통신업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
제대행업

  ② 시행령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의4에 따
른 대부업 (이하 이 규정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온라인대출정
보연계대부업 이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2. 대부업자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이외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온라인대출
정보연계대부업

  ③ 시행령 제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대주
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금융회사"
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20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
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2018. 11. 13.>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
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
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
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
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ᆞ인가ᆞ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
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
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융회사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가 인
정하는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시행령 제2조의11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
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
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
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
우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
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

  2. 산림조합법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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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
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2018. 11. 13.>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
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
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
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
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ᆞ인가ᆞ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
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
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융회사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가 인
정하는 최대주주를 말한다. 

  ④ 시행령 제2조의11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
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
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
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
우를 말한다. 

  ⑤ 시행령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
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한다.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
률

  2. 산림조합법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16. 7. 6.]
[제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1은 제2조의12

로 이동  <2017. 8. 29.>]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ᆞ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 4. 1., 2010. 1. 25., 2012. 12. 11., 
2015. 3. 11., 2015. 7. 24.>

  1. 미성년자ᆞ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

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
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

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
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
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
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18. 10. 30., 2019. 6. 25.>

  1. 삭제  <2019. 6. 25.>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

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보험업법」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산업발전법」
  19. 「상호저축은행법」
  20.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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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

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
함한다)

  8. 삭제  <2015. 7.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

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 7. 2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ᆞ인가ᆞ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
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21. 「새마을금고법」
  22. 「소재ᆞ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자제한법」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주식ᆞ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 「주택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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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

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
함한다)

  8. 삭제  <2015. 7.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

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 7. 2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ᆞ인가ᆞ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
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21. 「새마을금고법」
  22. 「소재ᆞ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자제한법」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주식ᆞ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 「주택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2016. 7. 6.]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
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
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5. 7. 24.]

[제2조의11에서 이동  <2017. 8. 29.>]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ᆞ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
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7. 24.>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3조(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
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
는 시ᆞ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3., 2016. 7. 6., 2018. 11. 13.>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
소가 변경된 경우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
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
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
어 제출되는 경우

제7조(변경등록) ①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영
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제5
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
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제8호의 서
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한정한다.

  1. 대부업등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

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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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
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ᆞ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6. 7.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6. 주주명부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폐업신고) 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
지 제8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
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
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
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하지 못한다.  <신설 2015. 7. 24.>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
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3조의2(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
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
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
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
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
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
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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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
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ᆞ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6. 7.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6. 주주명부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

는 서류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폐업신고) 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
지 제8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
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
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
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하지 못한다.  <신설 2015. 7. 24.>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
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3조의2(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
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
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
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
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
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
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 4. 21.]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
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
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1.]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ᆞ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

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ᆞ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

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3. 6. 11.]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
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
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4. 1. 1., 2017. 4. 18.>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
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

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1. 11. 30.>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삭제  <2010. 4. 20.>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내용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

과 발급기한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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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
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
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ᆞ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
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

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
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
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전문개정 200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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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
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
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ᆞ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
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

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
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
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전문개정 2009. 4. 21.]

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
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
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
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
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09. 1. 21.]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
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
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법 제6조의2제1
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
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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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
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
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
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
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
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1. 21.]

 [본조신설 2009. 4. 21.]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ᆞ재산ᆞ부채상황
ᆞ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8. 10. 30., 2018. 11. 13.>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
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
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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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
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
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
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
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
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
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1. 21.]

 [본조신설 2009. 4. 21.]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ᆞ재산ᆞ부채상황
ᆞ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
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8. 10. 30., 2018. 11. 13.>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

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
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
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

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
한다)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
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
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4. 20., 2011. 11. 30., 2018. 11. 13.>

  1.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
우: 100만원

  2.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본조신설 2009. 4. 21.]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
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25.]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
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
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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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
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
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16. 7. 6.]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

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
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
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金)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
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
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
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
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
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
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
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
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전문개정 2014. 4. 1.]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
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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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
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
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16. 7. 6.]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

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
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
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金)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
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
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
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
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
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
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
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
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전문개정 2014. 4. 1.]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
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
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3. 3.]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
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 9. 3.>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
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
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3.>

 [전문개정 2009. 4. 21.]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
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
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
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2. 12. 11.>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
고(「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제  <2010. 4. 20.>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4. 1., 2016. 7. 6., 2017. 10. 
17.>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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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

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
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
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

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
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
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
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
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이
하 "시ᆞ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를 말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ᆞ도 또는 금융위원회(이
하 "시ᆞ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ᆞ도등의 전화번호

  3.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
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
에 따른 경고문구

  ③ 법 제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7. 10. 17.>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ᆞ도
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ᆞ도등의 명칭과 등록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ᆞ도등의 전화번호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
는 문구

  4.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
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
에 따른 경고문구

 [전문개정 2009. 4. 21.]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
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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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

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
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
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

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
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
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
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
부터 오후 10시까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
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이
하 "시ᆞ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를 말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ᆞ도 또는 금융위원회(이
하 "시ᆞ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ᆞ도등의 전화번호

  3.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
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
에 따른 경고문구

  ③ 법 제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7. 10. 17.>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ᆞ도
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
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ᆞ도등의 명칭과 등록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ᆞ도등의 전화번호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
는 문구

  4.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
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
에 따른 경고문구

 [전문개정 2009. 4. 21.]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
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문개정 2009. 1. 21.]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
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ᆞ
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
도록 할 것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09. 4. 21.]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
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제9조의3(허위ᆞ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
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
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
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
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
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
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ᆞ과장 광고) 법 제9조
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
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
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ᆞ인가ᆞ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
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
용하는 광고 행위

 [전문개정 2013. 6. 11.]

제11조(서민금융상품 오인 표현 등을 사용한 광고의 
금지)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용어가 포함
된 상품을 말한다.

  1. 새희망홀씨
  2. 미소금융
  3. 햇살론
  4. 바꿔드림론
  5. 디딤돌대출
  6. 보금자리론
  7. 새희망힐링론
  8. 징검다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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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ᆞ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
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
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
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
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
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
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
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
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목개정 2012. 12. 11.]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
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

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
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
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 7. 6.]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 7. 

6.>]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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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
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ᆞ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
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
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
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
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
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
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
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
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목개정 2012. 12. 11.]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
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

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
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
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 7. 6.]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 7. 

6.>]

제12조(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시행령 제6조의4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1. 25.]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 ① 시ᆞ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
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
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시ᆞ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
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
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
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
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

제6조의5(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ᆞ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한다.

  1. 시ᆞ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
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
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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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
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
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
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
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9. 3.]
 [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6. 7. 6.>]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
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
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2. 그 밖의 대부업자등: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

제13조(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
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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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18.]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
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
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
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
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9. 3.]
 [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6. 7. 6.>]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
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
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0억원

  2. 그 밖의 대부업자등: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

제13조(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
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

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

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
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
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
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
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
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ᆞ경고의 요구 이상에 

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

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
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

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추심ᆞ관리ᆞ매매 등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
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

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

견 표명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감

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시행령 제6조의6제2항제7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
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
고의 주체·형식·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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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

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

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
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
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ᆞ간접적 거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
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
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
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

제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
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
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

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제1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6조의
7제3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
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
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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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

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

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

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
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
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ᆞ간접적 거래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
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
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
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

제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
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
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

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제1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시행령 제6조의
7제3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
정을 갱신·대환·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
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
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
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
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ᆞ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
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
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
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

을 이용하는 거래
  7.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
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업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단일거
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ᆞ성명 명시 의무) 대
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
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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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② 삭제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2. 12. 11.]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
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
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2. 12. 11.>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
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
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12. 11.>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
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2. 11.>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00분의 4

5백만원 초과
2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3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제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본조신설 2013. 6. 11.]
 [제6조의5에서 이동  <2016. 7. 6.>]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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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② 삭제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2. 12. 11.]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
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
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2. 12. 11.>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
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
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12. 11.>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
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12. 11.>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9. 1. 21.]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00분의 4

5백만원 초과
2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의 100분의 3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제3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본조신설 2013. 6. 11.]
 [제6조의5에서 이동  <2016. 7. 6.>]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

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
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
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
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
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
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
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
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
다.

  1.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ᆞ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
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
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
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제16조(보증금 지급절차) ①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
해를 입은 자는 그 대부업자등 간의 손해배상합의
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
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협회의 장은 피해배상 신
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한 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대부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손해배
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등은 협회의 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금액만
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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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
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

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① 대
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
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
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
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
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
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
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
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
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16조제2
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
행한 결과 해당 대부업자등이 납입한 보증금 중 남
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이용자 보호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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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
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

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① 대
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
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
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
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
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
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
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
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
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16조제2
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
행한 결과 해당 대부업자등이 납입한 보증금 중 남
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이용자 보호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
야 한다.

제12조(검사 등) ① 시ᆞ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시ᆞ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
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
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삭제  <2015. 7. 24.>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
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ᆞ검사를 하는 자
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시ᆞ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
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
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
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
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
정 2010. 4. 20., 2016. 7. 6.>

  1. 삭제  <2016. 7. 6.>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

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
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
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
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ᆞ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
황ᆞ대부중개현황ᆞ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라 함은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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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ᆞ도
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21.]

 [본조신설 2009. 4. 21.]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ᆞ도지사등
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6. 3. 3.>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ᆞ도지사
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ᆞ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본조신설 2009. 4. 21.]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
라 시ᆞ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
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
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ᆞ
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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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ᆞ도
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 21.]

 [본조신설 2009. 4. 21.]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ᆞ도지사등
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6. 3. 3.>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ᆞ도지사
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ᆞ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본조신설 2009. 4. 21.]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
라 시ᆞ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
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
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ᆞ
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ᆞ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
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
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
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ᆞ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

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
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ᆞ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ᆞ도지사
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ᆞ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
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
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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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항제1호ᆞ제3호ᆞ제4호ᆞ제5호ᆞ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
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
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
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 시ᆞ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ᆞ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6. 
3. 3., 2017. 4. 18.>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ᆞ경고 또는 그 임직원
에 대한 주의ᆞ경고ᆞ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ᆞ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

원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
다.  <신설 2015. 7. 24., 2017. 4. 18.>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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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항제1호ᆞ제3호ᆞ제4호ᆞ제5호ᆞ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
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
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
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 시ᆞ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ᆞ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6. 
3. 3., 2017. 4. 18.>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ᆞ경고 또는 그 임직원
에 대한 주의ᆞ경고ᆞ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ᆞ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

원이 재임ᆞ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
다.  <신설 2015. 7. 24., 2017. 4. 18.>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ᆞ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ᆞ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5. 7. 24.]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
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
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 
7. 24.>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

우
 [전문개정 2009. 1. 21.]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

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

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
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8조의3(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
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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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
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
다.  <개정 2017. 4. 18.>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의4(가산금)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본조신설 2016. 7. 6.]

제14조의3(이의신청) ①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
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
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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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
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
다.  <개정 2017. 4. 18.>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의4(가산금)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본조신설 2016. 7. 6.]

제14조의3(이의신청) ①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
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
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4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
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
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
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
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
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제8조의5(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
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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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

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
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
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
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
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
급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
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
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
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
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 3. 3.>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
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
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
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
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 9. 3.>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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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

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
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
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
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
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
급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
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
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
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
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 3. 3.>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
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
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
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
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 9. 3.>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6. 3. 3.]

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
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
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3.>

 [전문개정 2009. 4. 21.]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
립ᆞ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
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
의 효과적 예방ᆞ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
하여 시ᆞ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
기관협의회의 구성ᆞ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ᆞ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ᆞ도지사, 관

제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ᆞ도지사
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
를 조사하는 경우 법 제12조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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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ᆞ도지사, 관계 행
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 21.]

회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
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
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ᆞ도지사
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
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① 시ᆞ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2제1
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상호, 소재지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말한다)

  3. 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한다)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

용
  6. 행정처분일ᆞ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ᆞ도지사등이 해당 행정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ᆞ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7. 6.>

  ③ 시ᆞ도지사등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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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ᆞ도지사, 관계 행
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 21.]

회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
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
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ᆞ도지사
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
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① 시ᆞ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2제1
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상호, 소재지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말한다)

  3. 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한다)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

용
  6. 행정처분일ᆞ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ᆞ도지사등이 해당 행정

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ᆞ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7. 6.>

  ③ 시ᆞ도지사등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

을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제2항에 
따라 게재된 기간 이상 시ᆞ도등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14. 4. 1.]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
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
ᆞ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
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
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
게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
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ᆞ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
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1.]

제18조(분쟁 조정) ① 시ᆞ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
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 소속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24.>

  ② 시ᆞ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
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
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
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
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ᆞ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ᆞ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ᆞ도지사가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9., 2016. 7. 6.>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ᆞ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

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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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7.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

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
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
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
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
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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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ᆞ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7.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

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
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
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
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
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8. 11. 13.>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ᆞ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
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18조의3(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
다.  <개정 2016. 3. 3.>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
무방식 개선ᆞ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ᆞ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
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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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ᆞ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
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본조신설 2009. 1. 21.]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8. 11. 13.>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ᆞ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
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18조의4(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
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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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ᆞ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
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본조신설 2009. 1. 21.]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8. 11. 13.>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ᆞ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
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18조의4(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
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5(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
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
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
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8. 11. 13.>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ᆞ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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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
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ᆞ도지
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
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ᆞ
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시ᆞ도지사등은 법 제18
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
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 7. 6., 2017. 10. 17., 2018. 11. 13.>

  1. 법 제3조ᆞ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
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
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
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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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
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
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ᆞ도지
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
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ᆞ
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시ᆞ도지사등은 법 제18
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
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 7. 6., 2017. 10. 17., 2018. 11. 13.>

  1. 법 제3조ᆞ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
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
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
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

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
한 업무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
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
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
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ᆞ감
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에의 협조 요청

 [본조신설 2009. 4. 21.]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ᆞ도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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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업자등의 관리ᆞ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
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
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
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
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
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ᆞ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
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기관경고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의10제1
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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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업자등의 관리ᆞ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
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2015. 7. 24.>

 [본조신설 2009. 1. 21.]

제18조의9(협회에 대한 검사) ① 협회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업무 또는 재
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
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
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
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ᆞ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

제18조의10(협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협
회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3. 기관경고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의10제1
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기관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협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
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ᆞ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ᆞ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
직원의 관리ᆞ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
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
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8. 29.]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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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

가의 취소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

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본조신설 2016. 3. 3.]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
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ᆞ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
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
를 퇴임ᆞ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
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
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
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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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에 대한 인

가의 취소
  2. 제18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회의 임

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본조신설 2016. 3. 3.]

제18조의11(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
원회는 제18조의10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ᆞ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협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8조의10제2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
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협회에 통보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협회는 이
를 퇴임ᆞ퇴직한 그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협회가 금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을 조치한 경우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④ 협회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
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18조의10에 따
른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또는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
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3.]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
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
하여 이자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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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
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
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
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
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7. 4. 18.>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1. 30.>

 [전문개정 2009.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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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
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
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
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
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21.]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7. 4. 18.>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1. 30.>

 [전문개정 2009. 4. 21.]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
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
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
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
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
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
득ᆞ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
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

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

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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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7. 4. 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 12. 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
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4. 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

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등이 부과ᆞ징수한
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ᆞ도지사등
(제11조의3에 따라 시ᆞ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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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7. 4. 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 12. 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

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
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4. 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

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ᆞ도지사등이 부과ᆞ징수한
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ᆞ도지사등
(제11조의3에 따라 시ᆞ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
무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
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
무  

  6.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
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
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
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
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에 관
한 사무  

  1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
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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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6., 2017. 7. 26.>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
한 사무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
는 업무 위임ᆞ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
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6.]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
으로 이동  <2017. 8. 29.>]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
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제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2015
년 1월 1일

  2.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
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제11조의5에서 이동  
<2017. 8. 29.>]

제19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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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6., 2017. 7. 26.>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
한 사무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
는 업무 위임ᆞ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
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6.]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
으로 이동  <2017. 8. 29.>]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
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제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2015
년 1월 1일

  2.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 2015년 1
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제11조의5에서 이동  
<2017. 8. 29.>]

제19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7월 24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6706호, 2002. 8.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등) ①제8조(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2
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및 제12조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
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21>

제3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부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
내에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간이 경과하는 날까
지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
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부칙  <제17765호, 2002. 10.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9호, 2005. 8. 31.>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13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

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5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
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016-27호, 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
식관련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17-29호, 2017.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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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㉛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23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
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
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8700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
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
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⑰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제20758호, 2008.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6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상호 변경에 관한 특례) 대부업
자등이 그 영업소로서 본점 및 지점을 경영하는 경
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도래하는 영업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등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외의 영업소
도 상호와 관련하여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
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3
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10
월 1일까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
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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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㉛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523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제
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을 적
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8700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이자율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
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
일 이후부터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⑰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제20758호, 2008.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46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상호 변경에 관한 특례) 대부업
자등이 그 영업소로서 본점 및 지점을 경영하는 경
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 만
료일이 도래하는 영업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등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외의 영업소
도 상호와 관련하여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
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3
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10
월 1일까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
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
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ᆞᆞᆞ<생략>ᆞᆞᆞ,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
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
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
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

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㉖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63호, 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ᆞ제2항 중 "금융감

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344호, 2009.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2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
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대부업"을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
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
행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부업(「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부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부
업"을 각각 "대부업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부업 관련"을 "대부업등 관련"으
로 한다.

부칙  <제21673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35호, 2010. 4. 20.>  

이 영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98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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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
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
ᆞ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
용한다.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
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

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91호, 2011.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
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21호, 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조의5,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4호, 2012. 2. 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ᆞᆞᆞ<생략>ᆞᆞᆞ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
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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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
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
ᆞ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부터 적
용한다.

제4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
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같은 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대부업자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

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91호, 2011.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
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21호, 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2조의5,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44호, 2012. 2. 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ᆞᆞᆞ<생략>ᆞᆞᆞ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
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월 이내에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대
부중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하
여는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부업에는"을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제9418호, 2009. 2.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
다.

  ㉛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76호, 2012. 8. 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

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35호, 2013. 3. 2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4599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허위ᆞ과장 광고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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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ᆞ제2항제5호 및 제21

조제1항제10호ᆞ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9617호, 2009. 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970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
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는 
광고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1조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293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연체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8호, 2014.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3항ᆞ제4항
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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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ᆞ제2항제5호 및 제21

조제1항제10호ᆞ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제9617호, 2009. 4.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970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서 등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이자율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
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는 
광고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638호, 2013.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1조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293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연체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8호, 2014.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3항ᆞ제4항
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대부업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의 개
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80호, 2011. 4. 12.>  
(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2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한다.
  ⑬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544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한 자에 대한 등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폐업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총괄 사용인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
행일 당시 대부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
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 시점부터 제5조의3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제2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
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
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
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
다.

  <3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22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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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
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재직 중인 임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
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4>까지 생략
  <6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

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56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11조의3, 제16조제3
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
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
함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
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
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한 대부업자등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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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부중개하는 행
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재직 중인 임원,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
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4>까지 생략
  <6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

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156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11조의3, 제16조제3
항,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
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
함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
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
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한 대부업자등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8조, 제11조제1
항, 제15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이
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제15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3호
ᆞ제10호를 적용한다.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
관의 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
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손해를 발생시
킨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
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
다.  

제6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
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
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㊴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218호, 2017. 7. 2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
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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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⑤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7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1
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3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
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부칙  <제28257호, 2017.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
을 한 후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업(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
융위원회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
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8386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
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28420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
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
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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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⑤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연 100분의 
34.9)를 단리로 환산한다.

제7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1
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5항 중 연 100분의 
34.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3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
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7>까지 생략
  <24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부칙  <제28257호, 2017.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
을 한 후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업(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
융위원회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
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8386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
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른다.

부칙  <제28420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
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
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

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16호, 2015. 3.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445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제8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등 광고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광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업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
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부업등의 등록업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287호, 2018.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8제3항 및 제4항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일 이후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
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
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
가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조제
2항 및 이 영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업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
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80

치) ① 시ᆞ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
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갱신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제3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자의 해당 등록갱신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
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
신 또는 변경등록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부
업자등이 이 영 시행 전에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
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자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조의9제2항의 개
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
을 한 자로서 제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
호기준을 정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
7호의 개정규정을 보호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
부업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의6
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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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① 시ᆞ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
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등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 등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갱신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제3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자의 해당 등록갱신 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
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
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
신 또는 변경등록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부
업자등이 이 영 시행 전에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
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자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조의9제2항의 개
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
을 한 자로서 제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
호기준을 정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
7호의 개정규정을 보호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
부업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의6
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초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자
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고용되어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제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 등의 신용공여
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
합하지 아니한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
자 및 그 대주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업자등의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 중 제11조의4제2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분쟁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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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72호, 2016. 3.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6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
18조의3제2항,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2.24>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
다.  

제4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 제
11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
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연 100분의 
27.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
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
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121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ᆞ
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
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
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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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72호, 2016. 3.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법률 제13445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6항
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
18조의3제2항, 제18조의9부터 제18조의11까지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2.24>
제3조(초과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

규정(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
다.  

제4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 제
11조제1항, 제15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
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5조제2항 및 제4항 중 연 100분의 
27.9의 이자율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
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계약(그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제외한다)의 이자
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법률 제1215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ᆞ
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이자율 제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 제15
조제1항ᆞ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
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2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산한
다.

  ③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④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7.9를 말하며, 월 이자
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단리로 환
산한다.

  ⑤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8
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
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
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6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820호,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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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
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
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
조제2항제5호ᆞ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ᆞ제6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
한 적용례) ①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
초로 대부업자등이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
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2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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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
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
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9
조제2항제5호ᆞ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ᆞ제6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
한 적용례) ①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
초로 대부업자등이 통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
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조제6항제2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1항ᆞ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089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8조제3항ᆞ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
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86

1-1.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시행령·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호감시인 선임시 별지 제1호 서식

  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시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신용공여 현황의 보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

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 2016. 7. 19.>  

이 세칙은 2016. 7. 25.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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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시행령·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보호감시인 선임시 별지 제1호 서식

  2. 보호감시인 해임(퇴임)시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신용공여 현황의 보고) 대부업자 등이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

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 2016. 7. 19.>  

이 세칙은 2016. 7. 25.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

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

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연체이자율의 상한 등) ①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

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②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

용한다.

  1.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

    가.「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

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19-27호, 2019.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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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별표 1] <개정 2016.3.3.>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3.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

여한 경우

5.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6.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1의2.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1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5.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7.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

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행위를 한 경우

17의2.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17의3.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17의4.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18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0.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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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별표 1] <개정 2016.3.3.>

대부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사유(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6항 관련)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3.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

여한 경우

5.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6.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한 경우

1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1의2.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자를 받은 경우

1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15.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7.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

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행위를 한 경우

17의2.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17의3.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17의4.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18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0.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20의2.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

한 경우

2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2.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경우

2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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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

반한 경우

  5.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7. 제18조의10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제2항,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부업법 [별표 2] <신설 2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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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8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1.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

반한 경우

  5.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7. 제18조의10제1항제2호·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8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그 내용을 기록·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9.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제2항,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10.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부업법 [별표 2] <신설 2016.3.3.>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0. 17.>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나. 삭제 <2016. 7. 6.>

 다.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

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

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된 경

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라. 방송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불법중개수

수료와 관련된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자막으로 표시되

어야 한다. 

 마.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같

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을 통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2호에 따른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

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 목적에 불과할 경우에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

2. 경고문구 표기기준

 가.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대부계

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4) 또는 5)로 한다.

   1)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2)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빚,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4)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경고문구는 광고에 사용된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경고문구는 지면 및 방송 광고의 경우에 표기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 미

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경고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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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

월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다.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

월

마.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사. 법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

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

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

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

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6.>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

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

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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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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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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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

월
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다.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라.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

월

마.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된 내용을 변경등록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사. 법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

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

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

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대부계약

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자.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차.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카.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7. 6.>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

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

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가목 및 나목에 따

른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파.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하.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거. 법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총자산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너.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더. 법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

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러.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머.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

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버.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

월

서. 법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어.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

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

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저.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제2항제7호

영업 전부정

지 6월
등록취소 -

처.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커. 법 제9조의7을 위반하여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터.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퍼.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

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정지 

3월

허. 법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고.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 법 제13조제 영업 전부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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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1항제1호, 

제2항제7호
정지 6월

노. 법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로.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모.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보.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2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소.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

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

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

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

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ᆞ글ᆞ음향

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ᆞ글

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3월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

에게 밝히지 않거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

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를 위

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

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

심한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

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

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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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1항제1호, 

제2항제7호
정지 6월

노. 법 제11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로.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모.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보. 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2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소.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여 2009년 7월 22일까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중개

업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

여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

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월

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

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ᆞ글ᆞ음향

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을 위반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ᆞ글

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3월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

에게 밝히지 않거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

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를 위

반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

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추

심한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

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

하여 같은 조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

위반행위 해당 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2회 3회
제2항제7호

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

하여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제2항제7호

영업 전부

정지 3월

영업 전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

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

하여 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

1 항 제 1 호 , 

제2항제7호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

하여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채권을 추심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

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

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13조제

1항제1호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정지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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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의2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

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

한 이익의 규모(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

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

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

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

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ᆞ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

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

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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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의2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

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

한 이익의 규모(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

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

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

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

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ᆞ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

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

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7. 10. 17.>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나.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라.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

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마.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바.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사.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

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

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

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

법 제21조

제1항제3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시ᆞ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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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

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

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

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4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

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5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

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파.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의2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

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

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너.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6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법 제21조 법인 500 7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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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

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

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아.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

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자.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4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차.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

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5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카.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소득ᆞ재산 및 부채상황

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파.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의2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

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

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너.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6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더.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러.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머.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법 제21조 법인 500 750 1,0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

대상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경우

제1항제10호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버.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

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의2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서.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

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8호

법인 200 400 600
법인이

아닌 자

50 100 200

어.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9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

우

법 제21조

제1항제11호

법인 1,000 2,000 3,000
법인이

아닌 자

500 1,000 1,500

처.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2호

법인 600 1,000 2,000
법인이

아닌 자

200 500 1,000

커.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제10호

법인 500 750 1,000
법인이

아닌 자

100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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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시·도지사 등록용

【별지 제1-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

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내용을 담당공무원

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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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현황(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시·도지사 등록용

【별지 제1-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

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표등본, 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 내용을 담당공무원

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법인만 작성)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1

2

3

4

5

    나.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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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

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

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

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

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

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

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

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

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

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

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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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

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

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

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의 경우

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

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

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

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

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

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이상의 사용권

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

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

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

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별지 제1-2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소재지

⑦ 홈페이지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⑪ 대표자 주소

⑫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⑬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⑭ 등록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본

점

⑮ 명칭(상호) ⑯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⑰ 사업자등록번호                    ⑱ 법인등록번호

⑲ 대표자 성명 ⑳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주)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의 건축
물대장 각 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신청의 경우)
6.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

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7.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8.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9.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사

항전부증명

서의 내용

을 금융감

독원 직원이 

확인

10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금융위 등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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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1

2

3

4

5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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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현황

    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외의 영업소

 

영업소명(본점 및 신청영업소 포함)

연번 명칭(상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임직원 수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주요 주주․ 출자자 및 임원 현황

    가. 주요 주주․ 출자자(1% 초과)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1

2

3

4

5

    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 현황

연번 명칭ㆍ성명 주소 지분율(%) 사실상 영향력 행사 사유

1

2

3

4

5

    다. 임원(감사 포함) 현황

연번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㉚ 겸영 현황

    

연번 상호 업종 대표이사 본사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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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

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

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㉙란 작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한 주주 또는 출자자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5. (㉚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현황을 작성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

대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

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각 1부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부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각 1부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

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

(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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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

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⑧, ⑨,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

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㉙란 작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출자자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한 주주 또는 출자자

    나.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

 5. (㉚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현황을 작성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

대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

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자본금납입증명서 

각 1부

    2)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부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각 1부

        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

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

(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별지 제2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2.2.22.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 부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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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중 개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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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중 개 업 등 록 증
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등록증

등 록 번 호  
등록유효기간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영업소)  
광고용 전화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등록(등록갱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감독원장 인

  ※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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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제정 2016.7.14>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

상호(명칭) :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발생일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1.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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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제정 2016.7.14>

등록기관 변경 신청서

상호(명칭) : 

주소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5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발생일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첨부서류>

  1. 등록기관이 시도지사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시․도지사 / 금융감독원장

【별지 제4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6.7.1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 법인 / □ 개인)
처리기간

3일

신

고 

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⑦ 소재지

⑧ 홈페이지 주소

⑨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⑪ 대표자 주소        

⑫ 신고사유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재발급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갱신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변경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정지

□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담
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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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

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

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

본, 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

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시·도지사 등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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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법인 / □개인)
처리기간

14일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본

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중개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

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

본, 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

서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시·도지사 등록용   ㉚ 대부업 영위 목적 순자산액 현황(개인만 작성)

  

항목 금액 용도 종류 및 수량

  자산 총계(A)

 ㉮ 대부잔액

 ㉯ 매입채권잔액

 ㉰ 업무용 부동산  

 ㉱ 업무용 동산(차량 등)

 ㉲ 현금 및 예치금

 ㉳ 기타자산

  부채 총계(B)

 ㉴ 차입금잔액

 ㉵ 기타부채

  순자산(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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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

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

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

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

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

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

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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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

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

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가. ‘대부잔액’(㉮) 및 ‘매입채권잔액’(㉯)은 각각 신청 기준일 현재 ‘실제 대부잔액’ 및 ‘매입가격 

기준 매입채권 잔액’을 의미한다.

    나. 업무용 부동산(㉰) 및 동산 등(㉱) 자산 항목은 대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본인 거주 용도의 주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입금(㉴) 및 기타부채(㉵)는 대부업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 및 기타부채를 의미한다.

    라. 순자산은 자산총계(A)에서 부채총계(B)를 뺀 금액을 말한다.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

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

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

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

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금융위 등록용

【별지 제5-2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신

청 

영

업

소

① 명칭(상호) ② 본점 여부 □ 본점      □ 지점 

③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⑧ 소재지

⑨ 홈페이지 주소

⑩ 전화번호(영업소) ⑪ 전화번호(휴대전화)

⑫ 광고용 전화번호            

⑬ 대표자 주소

⑭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⑮ 업무총괄 사용인 주소

⑯ 등록갱신신청사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본

점

⑰ 명칭(상호) 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영업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내용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
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각 
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
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8.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2.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전
부증명서의 내
용을 금융감독
원 직원이 확
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또는 금

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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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㉚ 겸영 현황

    

연번 상호 업종 대표이사 본사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
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
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현황을 작성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
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
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
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
미한다.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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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㉚ 겸영 현황

    

연번 상호 업종 대표이사 본사 주소

1

2

3

4

5

  ※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
(신청서 작성 관련) 
 1. (①란 작성) 상호에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

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은 직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대부업과 대부중개
업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⑩, ⑪, , , , 란 작성) 전화번호 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개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3. (,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
호를 추가할 수 있다.  

 4. (㉚란 작성)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포함)․대부중개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에 관한 현황을 작성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증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한국대부금융협회) 이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차 등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건
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
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
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법인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
미한다.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제표

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별지 제6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6.7.14>

  제        호

교 육 이 수 증

교육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부 중개 업자 명칭 상호

등록기관

등록번호 

        위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소정의 대부업 등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신규등록 □갱신등록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칭)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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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신

청 

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⑦ 대표자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

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
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

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

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

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사항전부증

명서의 내용

을 담당공무

원(또는 금융

감독원 직원)

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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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개정 2017.8.29>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법인 / □개인)

신

청 

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⑦ 대표자 주소

⑧ 전화번호(영업소) ⑨ 전화번호(휴대전화)

⑩ 광고용 전화번호

신청

사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⑪ 명칭(상호)

⑫ 대표자 
 성명

 주소

⑬ 업무총괄 

사용인 

 성명

 주소

⑭ 소재지

⑮ 전화번호(영업소)

⑯ 광고용 전화번호

⑰ 홈페이지 주소

⑱ 자기자본(순자산액)

⑲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⑳ 영위업무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 대부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대부중개업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변
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

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

물대장 각 1부(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등

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

기사항전부증

명서의 내용

을 담당공무

원(또는 금융

감독원 직원)

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㉑ 출자자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2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3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4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5

 명칭․성명

 주소

 지분율(%)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㉒ 임원(감사 포함)

연번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1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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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

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

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

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

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

록 신청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

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

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⑳란 작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1) 변경전 : 현재 등록되어있는 영위업무를 모두 표기한다.

    2) 변경후 : 변경 후 영위하려는 업무를 표기하되,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겸업이 금지된 

영위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

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

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

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

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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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신청서 작성 대상)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 법 제3조 제3항 각호의 기재사항

이 변경된 경우

(신청서 작성 관련) 

 1. (, 란 작성) 전화번호 변경등록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 개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전화 등록시에는 이동통신사명을 추가로 기재한다(대부업

등을 신규등록․등록갱신하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2. (란 작성) 광고용 전화번호는 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 광고에 이용하려는 전화번호를 기

재하며 3개 이내에서 등록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전화번호

를 추가할 수 있다. 

 3. (⑱란 작성) 

    1) 순자산액(개인의 경우) :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1월 15일 이내에 변경등

록 신청

    2) 자기자본(법인의 경우) : 재무제표의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4. (⑲란 작성)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업등 등록을 한 자

가 다른 것으로 변경한 경우(예 : 보증금을 예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또는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예 : 보증금을 예

탁한 자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

 5. (⑳란 작성)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1) 변경전 : 현재 등록되어있는 영위업무를 모두 표기한다.

    2) 변경후 : 변경 후 영위하려는 업무를 표기하되, 감독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겸업이 금지된 

영위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

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부 : 영업소는 고정사업장 요

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는 사용권을 확보하는 계약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 대부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아래의 입증자료를 의미한다.

  가. 법인의 경우 

    1)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서

    2)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 다만, “표준재무

제표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

  나. 개인의 경우

    1) 부동산 : 영업소 등기부등본(공시가격 포함)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동산(차량 등) :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현금 및 예치금 : 예금잔액증명서(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

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 1부

    4) 기타 자산 :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부채 총계 :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란 보증금 예탁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

서를 의미한다.

【별지 제8호 서식】<제정 2009.4.15, 개정 2010.4.21, 개정 2016.7.14>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 법인 / □ 개인)

신

고 

인

① 명칭(상호) ②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 설립일

⑦ 소재지

⑧ 홈페이지 주소

⑨ 전화번호(영업소) ⑩ 전화번호(휴대전화)

⑪ 광고용 전화번호             

 대표자 주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귀하

주) 개인은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주십시오.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확인사항 수수료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등
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
용을 담당공무원(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확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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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제정 2016.7.14>

보증금 반환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상호ㆍ명칭 :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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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제정 2016.7.14>

보증금 반환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상호ㆍ명칭 :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보호감시인 선임통보

회사명 : 

성명

(한자)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1)
타담당업무2) 

및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비고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 경력은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

2) 보호감시인 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내용 및 직위를 기재

붙임 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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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성명(한자) 직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①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

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

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2호)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⑥ 대부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⑦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⑧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

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2

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

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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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시인 자격확인결과

성명(한자) 직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7제4항제1호)

①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

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

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2호)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⑥ 대부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⑦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⑧ 대부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

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2

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

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붙임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⑨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

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

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⑪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⑫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부업법 또는 금융관

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

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

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5년간 대부업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

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부업법 제9조의7제4항제3호)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

①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② 대부업․대부중개업의 업무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대부(중개) 보호감시인 ○○○ (인)

○○○대부(중개) 대표이사 ○○○ (인)

첨부서류 : 1) 이력서 (본적 기재, 사진부착, 본인 확인)

2)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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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회사명 : 

성명

(한자)
직위 생년월일 선임일 임기만료일 해임(퇴임)일 해임(퇴임)사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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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보호감시인 해임(퇴임)통보

회사명 : 

성명

(한자)
직위 생년월일 선임일 임기만료일 해임(퇴임)일 해임(퇴임)사유 비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서식]

작 성 자 : (직위) 성   명

전화번호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서

문서번호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1부. 끝.

20   .    .    .

○○○○ 대부(중개) 대표이사    (인)

(붙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원, %)

신용공여 

상대방1)
주주 등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일

(이사회결의일)

신용공여

금액

신용공여

내용4)

신용공여

조건주주 등 구분2) 지분율3)

합   계

1) 신용공여상대방별로 상세히 기재

2)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여부 등을 기재

3)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신용공여내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7항

의 신용공여 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신규․갱신․대환․연장 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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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

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

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

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

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

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

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

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

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① 예금(禮金),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金),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

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

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

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 

7. 25.>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

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

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

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2.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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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일부개정]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ᆞ허가ᆞ등

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1.>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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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ᆞ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

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1. 5. 19., 2016. 1. 6., 2016. 5. 29.>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

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

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

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ᆞ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

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ᆞ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

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ᆞ투자중개업자ᆞ집합투

자업자ᆞ증권금융회사ᆞ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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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ᆞ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

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1. 5. 19., 2016. 1. 6., 2016. 5. 29.>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

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

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

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ᆞ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

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ᆞ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

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ᆞ투자중개업자ᆞ집합투

자업자ᆞ증권금융회사ᆞ종합금융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타. 삭제 <2016. 1. 6.>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

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거. 삭제 <2016. 1. 6.>

    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더. 「우체국예금ᆞ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4. "채무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ᆞ대지급정

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5. 2. 3.>

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

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

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신설 2010. 3. 24.>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

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

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

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0. 3.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4.>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

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

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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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

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

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 삭제 <2009. 2. 6.>

제10조 삭제 <2009. 2. 6.>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8918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

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18호, 2009. 2.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186호, 201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㊲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689호, 2011. 5. 19.>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부칙  <제13125호, 2015. 2. 3.>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

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

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부칙  <제13711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2호, 2016. 5.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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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

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

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9조 삭제 <2009. 2. 6.>

제10조 삭제 <2009. 2. 6.>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칙  <제8918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

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18호, 2009. 2.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186호, 201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㊲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 중 " 그 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689호, 2011. 5. 19.>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을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

로 한다.

부칙  <제13125호, 2015. 2. 3.>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기간

이 갱신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인 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

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다.

부칙  <제13711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2호, 2016. 5. 2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아목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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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
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

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

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

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

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

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

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

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

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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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
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
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

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

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

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

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

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

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

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

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

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정착
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
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추심자로부

터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 채권추심자(제2
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
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
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

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12.]

제6조(수임사실 통보) ① 채권추심자(제2조제1
호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
무자가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4. 5. 20.>

  1. 채권추심자의 성명ᆞ명칭 또는 연락처(채

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ᆞ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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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

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
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
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
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
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
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
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
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
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
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ᆞ법무법
인ᆞ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
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
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
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Ⅰ. 대부업 관련 법령 및 규정

137

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

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
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
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8조(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채권추심자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
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
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에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
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
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
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
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
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ᆞ법무법
인ᆞ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
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
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
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

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

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

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

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
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
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
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ᆞ글ᆞ음향
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

하거나 관계인에게 말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

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ᆞ명칭 및 연락처(채권

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ᆞ명칭

  3. 방문 또는 말ᆞ글ᆞ음향ᆞ영상ᆞ물건을 도

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제8조의4(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채
권추심자(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로서 채
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
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
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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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
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ᆞ협박ᆞ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

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

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

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

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

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

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

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

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

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

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
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
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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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
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ᆞ협박ᆞ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

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

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

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

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

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

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

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

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

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

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
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
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
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

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ᆞ글ᆞ음향ᆞ영상ᆞ물

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

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4. 5. 20.>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

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

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

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

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

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

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

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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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

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

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

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
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
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

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
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2.>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

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

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비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
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
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
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

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

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
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
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
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
(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

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

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

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
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
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
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

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

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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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

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

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

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
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
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

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
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12.>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

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

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비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
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
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
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

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

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
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
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
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
(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

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

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

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
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
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
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

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

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
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0.>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
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ᆞ협박ᆞ체포 또는 감
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
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

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

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ᆞ글ᆞ음향ᆞ

영상ᆞ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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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다. <개정 2014. 1. 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

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

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제3호ᆞ제3호의2ᆞ제4호 또는 제5

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ᆞ제5호 및 제6

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

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 1. 14.>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

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

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제18조(과태료의 부과ᆞ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ᆞ등록 등을 한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
의 경우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ᆞ징수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

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

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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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다. <개정 2014. 1. 1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

달하게 한 자

  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

  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

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자

  6. 제13조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7.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2조제3호ᆞ제3호의2ᆞ제4호 또는 제5

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제3호, 제2항제2호ᆞ제5호 및 제6

호,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과태료를 그 다액의 2

분의 1로 감경한다. <개정 2014. 1. 14.>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

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

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제18조(과태료의 부과ᆞ징수 및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태료 대상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ᆞ허가ᆞ등록 등을 한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기관이, 그 외
의 경우에는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ᆞ징수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

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

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

  ② 제1항의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

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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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

분을 한다.

 나. 과태료 금액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 제17조제4항 관련).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

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1호

300 600 1,400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

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

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제1호 

150 300 700

다.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

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2호 

150

(70)

300

(150)

600

(300)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

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제3호

150 300 700

마.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

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

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

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200 500 1,000

바. 법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자가 관계 법 제17조 150 300 600

채권추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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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차수에 따른 처

분을 한다.

 나. 과태료 금액란 중 괄호 안의 금액은 과태료 대상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부과기준을 말한다(법 제17조제4항 관련).

2. 개별 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

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1호

300 600 1,400

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

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

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라목에 규정된 자

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제1호 

150 300 700

다.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

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2호 

150

(70)

300

(150)

600

(300)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규정된 자와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

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제3호

150 300 700

마.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

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

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

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200 500 1,000

바. 법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자가 관계 법 제17조 150 300 600

채권추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4.11.21.>
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

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채권자

의 성명·명칭 및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지 아

니하거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한 경우

제2항제4호

사. 법 제11조제3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5호

150

(70)

300

(150)

600

(300)

아. 법 제11조제4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

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

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

시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5호 

150

(70)

300

(150)

600

(300)

자. 법 제11조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

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

제2항제5호

150

(70)

300

(150)

600

(300)

차. 법 제12조제1호를 위반하여 혼인, 장례 등 채무자

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

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300

(150)

600

(300)

1,400

(700)

카. 법 제12조제2호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

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200

(100)

500

(250)

1,000

(500)

타. 법 제1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

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

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파. 법 제12조제3호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

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

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하. 법 제12조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

법 제17조

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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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요구한 경우

거. 법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경우(법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법 제17조

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

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경

우

법 제17조

제2항제6호

150

(70)

300

(150)

600

(300)

더.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

인으로부터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제7호

150 3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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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요구한 경우

거. 법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경우(법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법 제17조

제3항 

100

(50)

200

(100)

400

(200)

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

급할 의무가 없는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경

우

법 제17조

제2항제6호

150

(70)

300

(150)

600

(300)

더. 법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

인으로부터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만 해당한다)

법 제17조

제2항제7호

150 3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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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 장 총칙

제 조 목적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

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하고 금융회사등의 채권 매각 프로세스를 

규율함으로써 불법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

인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채권 이란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채권을 말한

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서는 신용정보법 제 조제 호에서 규정하는 채권 이하 추심

대상 채권 을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 제 장에 한하여서는 대출원금이 천만원 이하인 개인

에 대한 채권을 적용한다

채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추심대상 채권을 보유하는 자

나 가목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자

다 나목으로부터 채권을 재매입하는 자

채무자 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 보증인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채권추심법제 조제 호

관계인 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

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채권추심법제 조제 호

채권추심 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

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법제 조제 호

금융회사 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

상기관을 말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채권추심회사 란 신용정보법 제 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대부업자 란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를 업 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대부채

권매입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한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등 이란 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말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 란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 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말한다

금융회사등임직원 이란 금융회사등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위

임직채권추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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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 장 총칙

제 조 목적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

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하고 금융회사등의 채권 매각 프로세스를 

규율함으로써 불법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

인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채권 이란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채권을 말한

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서는 신용정보법 제 조제 호에서 규정하는 채권 이하 추심

대상 채권 을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 제 장에 한하여서는 대출원금이 천만원 이하인 개인

에 대한 채권을 적용한다

채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추심대상 채권을 보유하는 자

나 가목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자

다 나목으로부터 채권을 재매입하는 자

채무자 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 보증인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관계인 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

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채권추심법제 조제 호

채권추심 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

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법제 조제 호

금융회사 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

상기관을 말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채권추심회사 란 신용정보법 제 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대부업자 란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를 업 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대부채

권매입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부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한 자를 말한다

금융회사등 이란 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를 말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 란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 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말한다

금융회사등임직원 이란 금융회사등에 소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위

임직채권추심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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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 이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

를 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제 호

신용정보등 이란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

보나 기타 개인정보를 말한다

금융협회 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여신금융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

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

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을 말한다

제 조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 조 채무자의 책무 이 가이드라인은 주로 금융회사등의 채권추심과 관련되는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 보증인 제외 가 채권자

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

으며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이 적법하게 채권을 추

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 조 성격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조제 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로 강제성

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사례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반드시 관련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의 제재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보

장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행위의 법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다

금융회사는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채권매각 이전에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책

임이 있으며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이 종결되더라도 종결 이전에 발생

하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 조 리스크 관리 금융회사등은 채권의 추심 및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리스크는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을 말한

다

평판리스크는 부정적인 여론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수익 및 자본이 감소하는 위험을 말한

다

컴플라이언스리스크는 법규 및 규정 등을 위반함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수익 및 자본이 감

소하는 위험을 말한다

전략리스크는 금융회사의 전략 수립 및 실행 실패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수익 및 자본

이 감소하는 위험을 말한다

금융회사등은 법률 회계 감사 등 각 분야의 가용한 인력을 활용하여 채권 추심 및 매각 

절차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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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내부통제

제 조 매각 관련 내부통제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

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 항의 준수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모든 채권 매각을 통할하는 부서 이하 담

당부서 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금융회사에 매각 주관부서가 다수인 

경우 채권매각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부서 간 합의를 통하여 담당부서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임직원 수 인 이하의 금융회사는 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과 다른 채권 처리 방법 예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위임 자체 추심

대손상각 경매 등 간의 비용 편익 및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권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채권 종류에 따른 매각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적시에 충실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 실태가 해당 금융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매각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조 추심 관련 내부통제 금융회사등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

법 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채권관련 원인서류 채권추심 위임계약 서류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

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 정보의 오 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회사등과 금융회사등임직원 양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

을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기간 종료 후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채무감면을 

약속하거나 채무변제금액을 수령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와 계약 체결 시 별표 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작성하

도록 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이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인물 배포 사내 집합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

여 불법적인 재산조회방법을 전파하거나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

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영업일 전 일에 통지하는 경우 일부터 착수 가능 에 착수 사실 및 

별표 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 등 로 통지하여

야 하며 이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

실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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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내부통제

제 조 매각 관련 내부통제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

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 항의 준수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모든 채권 매각을 통할하는 부서 이하 담

당부서 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금융회사에 매각 주관부서가 다수인 

경우 채권매각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부서 간 합의를 통하여 담당부서의 역

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임직원 수 인 이하의 금융회사는 부서 지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과 다른 채권 처리 방법 예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위임 자체 추심

대손상각 경매 등 간의 비용 편익 및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채권 

매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채권 종류에 따른 매각 현황 매각 가격 주요 환매 및 민원 현황 등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등에 적시에 충실하게 보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채권 매각 실태가 해당 금융회사의 전략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매각전략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조 추심 관련 내부통제 금융회사등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

법 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관련법규 또는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등 신속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채권관련 원인서류 채권추심 위임계약 서류 채무자 관련 개인신용정보 등

을 철저히 보관 관리하여 정보의 오 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회사등과 금융회사등임직원 양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는 사항

을 채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기간 종료 후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채무감면을 

약속하거나 채무변제금액을 수령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와 계약 체결 시 별표 에 따라 준법서약서를 작성하

도록 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이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인물 배포 사내 집합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

여 불법적인 재산조회방법을 전파하거나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는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

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영업일 전 일에 통지하는 경우 일부터 착수 가능 에 착수 사실 및 

별표 의 안내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 등 로 통지하여

야 하며 이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

실 또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는 통지 없이 연체사실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추심하고자 하는 경우 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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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통지를 하고 추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

라 보전처분을 위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제 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위임받은 채권추심회사는 통지를 

생략하고 추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은 각사의 상황에 따라 별표 의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채권추심법 제

조의 에 따라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

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법 제 조의 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

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가 복수의 연체계좌 보유 시 연체계좌별로 달리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한 복수의 채권추심업 종사자에게 연체계좌별로 분리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여야 한

다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 제 조제 항 및 운영세칙 제 조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지원 여부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채무존재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고 전산상으로 사실관계

가 확인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조

채무자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중지명령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 단 금융회사의 대

출채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

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또는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형태로 제 자와 계약을 맺어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소멸시효 완성채권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

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조 금융회사등임직원의 고용 및 계약 제한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채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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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 함에 있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

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별표 에 해당하는 자를 채권추심업 종사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별표 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대부업자는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대부업법 제 조의 에 따라 별표 에 해당하는 관련법규 저

촉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 조 금융회사등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으로 하여금 채권

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

회사등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

임 면직된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퇴직 사임 한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재직 재임 중이었다면 해임 면직에 해당하

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즉시 

추심업무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채용 등록 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 내

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 반기 회 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 종사자

를 대상으로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필요 시 소속 협회

를 통하여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가 제 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내

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조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준수사항 금융회사등임직원은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고 사

회규범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채무자 등 추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

야 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소속되지 아니한 채권추심회사를 위하

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채무자에 대한 직장 및 재산 파악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

호 등을 이용하거나 채무자를 가장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신용정보등의 보호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법 제 조제 항 및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신용정보등을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 목적상 필요한 신용정보등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채무

자 관계인의 신용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채권추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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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 함에 있어 신용정보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

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별표 에 해당하는 자를 채권추심업 종사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별표 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대부업자는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대부업법 제 조의 에 따라 별표 에 해당하는 관련법규 저

촉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 조 금융회사등임직원의 관리 및 교육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으로 하여금 채권

추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신용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

회사등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

임 면직된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퇴직 사임 한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재직 재임 중이었다면 해임 면직에 해당하

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의 내용을 인사기록부 등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즉시 

추심업무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채용 등록 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 내

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 반기 회 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 종사자

를 대상으로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필요 시 소속 협회

를 통하여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가 제 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일시 장소 참석자 등에 대한 내

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조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준수사항 금융회사등임직원은 관련법규 및 내규를 준수하고 사

회규범과 윤리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채무자 등 추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

야 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소속되지 아니한 채권추심회사를 위하

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채무자에 대한 직장 및 재산 파악 등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

호 등을 이용하거나 채무자를 가장하여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신용정보등의 보호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법 제 조제 항 및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신용정보등을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 목적상 필요한 신용정보등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채무

자 관계인의 신용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 채권추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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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추심완료 시 불필요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신

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

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은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를 차단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채무자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로그인 및 책임자 승인을 거쳐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횟수 내에서 조회

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자신의 담당 채권에 

한하여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정보를 로 

하거나 화면 또는 출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광고 및 홍보물 채권추심회사는 광고 또는 홍보 시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

류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광고의 명의 및 연락처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와 연락처를 사

용하여야 하며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개인 연락처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은 광고물 제작 사용 시 본사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

원이 별도의 광고물을 제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광고물 제작 사용 시 해결 떼

인 돈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 수임수수료 채권추심회사의 업무 범위 및 실적 등에 

대하여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장 매각 단계별 준수사항

제 조 매각 제한 채권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

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단 상속절차 완료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채권은 제외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 중인 채권

기타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예 원인서류 부존재 명의 도용 및 사기대출에 의한 

채권 채권 채무관계 관련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금융회사는 매각하는 채권이 채권 매각 시점에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것으

로 확인되는 경우 채권 매각 이후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 조 매각 대상 기관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시 거래상대방이 대부업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채권 매각이 허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법 제 조제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154 - 7 -

호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 조 실사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하여 실사 를 실시하고 실사를 통하여 평

가한 매입기관의 리스크를 매입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실사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채권추심법 및 이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행위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행정지도 등 준수 

여부

채권추심 가용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매입기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 주요내용

매입기관의 인 허가 및 등록 현황

매입채권에 대한 재매각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과거 사례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채권자 변

동정보 등록 여부

금융회사는 제 항에 따른 실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실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매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매입기관은 영

업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실사가 진행되도

록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 항에 따

른 실사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조 매각계약서 금융회사는 채권의 매각과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채권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항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채무자 신용정보의 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

채권 추심 관련 매입기관의 법규 및 규정 준수의무

원리금 산정 및 채무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 제공시기

금융회사는 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매각이 불가

한 기관 및 기간 예 개월 을 매각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이 재매입 기관에 대하여 실사 하도록 의

무화하는 내용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이 매입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매각계약서에 포함하고 불법추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매각계약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의 특징 예 담보 무담보 등 에 따라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일

관성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대부업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155
- 7 -

호

예금자보호법 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 조 실사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에 대하여 실사 를 실시하고 실사를 통하여 평

가한 매입기관의 리스크를 매입기관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실사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채권추심법 및 이 가이드라인 등 채권추심행위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 행정지도 등 준수 

여부

채권추심 가용 인력 및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매입기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 주요내용

매입기관의 인 허가 및 등록 현황

매입채권에 대한 재매각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증가시킨 과거 사례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채권자 변

동정보 등록 여부

금융회사는 제 항에 따른 실사의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실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매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매입기관은 영

업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실사가 진행되도

록 협조하여야 한다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 항에 따

른 실사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조 매각계약서 금융회사는 채권의 매각과 관련되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채권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항의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채무자 신용정보의 보호 관련 의무와 책임

채권 추심 관련 매입기관의 법규 및 규정 준수의무

원리금 산정 및 채무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 제공시기

금융회사는 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매각이 불가

한 기관 및 기간 예 개월 을 매각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이 재매입 기관에 대하여 실사 하도록 의

무화하는 내용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이 매입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매각계약서에 포함하고 불법추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향후 매각계약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의 특징 예 담보 무담보 등 에 따라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등 일

관성 있는 계약서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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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채권 매각 금융회사는 매각 채권의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채권 

매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제 호에도 불구하고 제 조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융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점에 매각하는 각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별표

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원금

이자

수수료 등 제반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연체일자

사단법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채권자 변

동정보 등록 여부

금융회사는 매입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채무자와의 분쟁사항 및 진행경과

사후관리 내역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등

금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 산정 및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

서류 대출계약서 대출원장 기타 대출 관계서류 등 를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제 항에 따른 채권원인서류 제공 시 원인서류에 채무자 보증인 본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매각과 관련된 신용정보를 이 가이드라인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 사단법

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을 매

각하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매각된 채권과 관련하여 제 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매각통지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별표 에 따라 

매입기관 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사후관리 금융회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매입기관의 재무상황 규정 준수 여부 및 계

약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 년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점검을 통하여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 매각 후보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자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장 추심 단계별 준수사항

제 조 수임대상채권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수임 시 대상채권이 신용정보법 제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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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추심을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

인하고 수임하여야 한다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예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

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

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판결 등에 따라 권원 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 조 제 조 제 조

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예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

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

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경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

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기타 다른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하는 채권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수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결 등에 따라 권원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민사채권

채권의 유무에 대하여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채권

기타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

제 조 수임계약 채권자는 채권추심법 제 조에 따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인 이

상의 자에게 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별표 의 표준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추심 수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추심하는 채권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

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부담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 입금 기한

수임채권 해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성실의무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조의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 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관계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을 중

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채권 추심을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 불이익한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 폭행 협박 등의 중대한 위반 시 

최장 년간 채권 추심 위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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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추심을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

인하고 수임하여야 한다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예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

드회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

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

판결 등에 따라 권원 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 조 제 조 제 조

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예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

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

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경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의 선고가 내

려진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기타 다른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하는 채권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수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결 등에 따라 권원 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민사채권

채권의 유무에 대하여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채권

기타 채권 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

제 조 수임계약 채권자는 채권추심법 제 조에 따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인 이

상의 자에게 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자 및 채권추심회사는 별표 의 표준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추심 수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하며 계약 후 상호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위임업무 내용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가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추심하는 채권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변제금 수령 간주 사유 등의 추심실적 인정범위

채권추심활동 및 법적절차 진행 소요비용 부담

수수료 등의 지급기준 시기 청구 및 지급방법

추심대금 입금방법 입금계좌 추심대금 인도방법 입금 기한

수임채권 해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성실의무 신용정보의 누설금지 손해배상 중복추심의 위임금지에 관한 사항

계약 효력발생일 및 약정기간 계약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관할법원 등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제 조의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다

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 또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관계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을 중

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채권 추심을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 불이익한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예 폭행 협박 등의 중대한 위반 시 

최장 년간 채권 추심 위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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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채무자 소재 파악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은 채무자와 연락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아

니하거나 채무자가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이나 주변사람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채권추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채권추심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임직원은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

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

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 및 해당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성명 명칭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 명칭

방문 또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종사원증 신용정보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 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정보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이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위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금융회사등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등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등은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내역을 이

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초본 교부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주민등록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하여 신청 취득하는 주민

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신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하여 신용정보법 또는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의 방

법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수임사실 통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법 제 조에 따라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임사실을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조제 호의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가 포함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우편으로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우편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영업일 내

외 을 감안하여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라 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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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 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

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수임사실 통지 시 채권추심법 제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별표 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의 명칭 및 연락처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하되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연락할 수 있는 대표 담당자를 지정하

여 그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채권자의 성명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입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되 채권자와 서면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추심위임계약 등 합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

한 변제금을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음을 명

기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수임사실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조제 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나 음성녹음 등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채권추심 종료 

후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수임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 우편법 제 조의 에 따라 통상우편

물의 발송 등 제 자에 의한 발송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송 오류나 해킹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기존의 

수임사실 통보사항 통보한 일자 및 방법 내용 등 을 즉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 조 재산조사 금융회사등은 재산조사 시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채권추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호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사원증 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조

사자료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법 등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채무변제 촉구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 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나 민원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와 접촉하기 전에 채권의 부실 발생 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

후 일부 상환금액 및 시점 등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충분

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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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 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

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수임사실 통지 시 채권추심법 제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 별표 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의 명칭 및 연락처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하되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연락할 수 있는 대표 담당자를 지정하

여 그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채권자의 성명 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입금계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되 채권자와 서면 등으로 합의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추심위임계약 등 합의에 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

한 변제금을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음을 명

기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수임사실 통지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조제 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나 음성녹음 등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채권추심 종료 

후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수임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경우 우편법 제 조의 에 따라 통상우편

물의 발송 등 제 자에 의한 발송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송 오류나 해킹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수임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기존의 

수임사실 통보사항 통보한 일자 및 방법 내용 등 을 즉시 채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 조 재산조사 금융회사등은 재산조사 시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채권추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실시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호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사원증 또는 종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조

사자료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인터넷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법 등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

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채무변제 촉구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촉구 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나 민원

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와 접촉하기 전에 채권의 부실 발생 시점 추심대상 금액 부실발생 이

후 일부 상환금액 및 시점 등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충분

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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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서면 등으로 채무확인

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가 발급하는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채

무확인서에는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 금융회사의 채

권인 경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의 

상세내역이 포함된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

를 채무자와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방문할 수 있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제 항에 따른 방문 시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종사원증 등 신분

을 나타내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언행과 복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은 전화를 이용하여 변제촉구를 하는 경우 전화 상대방에 대한 본인 확

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에게 독촉장 협조문 등 서면으로 변제를 촉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

는 경우 별표 에 따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하는 서식 문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별표 의 문구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 외의 자가 그 내

용을 알지 못하도록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투 겉면에 발신인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

에 혐오감을 주는 지나친 원색 예 붉은색 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표시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등임직원이 임의로 서식 문구 등을 수정하여 개별

적으로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 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명의로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며 법

원 검찰 경찰 소속 직원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은 변제촉구 등을 위한 서면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명백히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

송하여 실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자우편 이나 이동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알려준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

호를 이용하여야 하며 새로이 파악한 전자우편 주소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가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한 후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발송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유체동산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절차

를 진행하는 경우 별표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압류 가능한 최저 채무액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압류를 방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

제 조 채무변제 수령 채권추심회사는 수임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

금하도록 채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 채권자와 서면으로 합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가 채무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변제금을 채권추심 위임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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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임직원의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추심법 제 조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금융회사

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 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을 초

과하는 채권추심비용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채권추심비용이 항목별로 명시된 서류 비용 명세서 의 교부를 요청

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추심법 제 조의 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와 채무변제협의서를 마련하는 경우 별표 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

한 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이후 채무

자나 관계인 대위변제하는 자 포함 이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에 따라 즉

시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약

정에 따라 채무변제금을 변제충당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존재 여부에 관하여 금융회사

와 다투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우선 변제충당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 조 채권추심 사후관리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

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 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

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불법 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

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추심

활동 내역을 동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별표 에 따라 채권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서

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저장 매체로 보고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지정

하는 등 정보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날짜

제 조 채권추심 민원처리 금융회사등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추심행위

를 즉각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Ⅱ. 대부업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161
- 13 -

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횡령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임직원의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권추심법 제 조에 따라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금융회사

가 실제로 사용하는 금액 만원의 범위에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을 초

과하는 채권추심비용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채권추심비용이 항목별로 명시된 서류 비용 명세서 의 교부를 요청

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추심법 제 조의 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은 채무자와 채무변제협의서를 마련하는 경우 별표 에 따라 채무자에게 불리

한 조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이후 채무

자나 관계인 대위변제하는 자 포함 이 채무변제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에 따라 즉

시 교부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약

정에 따라 채무변제금을 변제충당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존재 여부에 관하여 금융회사

와 다투고 있음을 합리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 우선 변제충당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 조 채권추심 사후관리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

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 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

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임직원이 불법 부당한 추심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

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

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기록부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추심업 종사자가 추심

활동 내역을 동 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또는 감독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별표 에 따라 채권추심 활동의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서

면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저장 매체로 보고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지정

하는 등 정보유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 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날짜

제 조 채권추심 민원처리 금융회사등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추심행위

를 즉각 중단하는 등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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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민원관련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일정 수립

민원예방 교육 및 민원발생 사례연수 실시

민원에 대한 조사 점검

민원발생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금융회사등은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등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조 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금융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 수행 시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는 별표 과 같

다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서 열거하는 각 목의 행위

가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행

나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

라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

마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가 오인 또는 착각하도록 계략을 사용하는 위계

바 채무자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위력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시 이후부

터 다음 날 오전 시까지 에 방문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별로 일 

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

심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

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본다 다만 상기 횟수와 별도로 일 회에 한하여 추심성격이 

전혀 없는 계좌번호 등 단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사항 및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는 상기 횟수에서 제외한다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

위 이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이란 채권자 원금 연체이자 연체기간 일부 변제 등 채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통지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 사실인지 여부는 통지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

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

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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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

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

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

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의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

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 조 불법추심정보 집중 활용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재직 또는 위임기간 중

의 불법추심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추심정보에 대하여 소속 협회에 집중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불법추심정보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는 자 등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판결 또는 결정 등을 통하여 무죄 또는 혐의 없음 등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항에 따른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활용 범위는 관련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성명 불법추

심행위의 내용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 등으로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불법추심정보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내에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집중하는 불법추심정보는 집중기관인 협회와 소속 채권추심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와 고용 또는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 

집중기관에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여부를 조회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직 

또는 위임기간 중에 있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한 불법추심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

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하여 고용 또는 위임 계약 해지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대부업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163
- 15 -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

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

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

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의 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에 따라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

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제 조 불법추심정보 집중 활용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재직 또는 위임기간 중

의 불법추심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추심정보에 대하여 소속 협회에 집중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불법추심정보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는 자 등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판결 또는 결정 등을 통하여 무죄 또는 혐의 없음 등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항에 따른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활용 범위는 관련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성명 불법추

심행위의 내용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 등으로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불법추심정보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영업일 내에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집중하는 불법추심정보는 집중기관인 협회와 소속 채권추심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와 고용 또는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 

집중기관에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여부를 조회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직 

또는 위임기간 중에 있는 채권추심업 종사자에 대한 불법추심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

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법률 및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하여 고용 또는 위임 계약 해지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6 -

집중기관은 불법추심정보의 효율적인 집중 활용을 위하여 필요 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는 불법추심정보를 집중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별표 과 같이 징구하여 보관하고 동 동의서에 불법

추심정보의 수집 이용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 자에 대한 제공 동의 등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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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준법서약서 예시

귀중

본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나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규준 지침 윤리강령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가이드라인 등 제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

행하겠습니다

나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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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준법서약서 예시

귀중

본인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나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규준 지침 윤리강령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가이드라인 등 제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

행하겠습니다

나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개인적으

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의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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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

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 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

근무지 또는 기타 소재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대한 법적조치 가압류신청 지급명

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 또는 채무불이

행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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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 전화번호 로 연락하

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증표 사원증 또는 신용

정보업종사원증 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

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 예 신용정보협회 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

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 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

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

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가족 등 제 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 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

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

다



Ⅱ. 대부업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167
- 19 -

별표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 전화번호 로 연락하

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최초 접촉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증표 사원증 또는 신용

정보업종사원증 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

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 예 신용정보협회 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자는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

용하거나 그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 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채권추심자에게 요청

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

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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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 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

켜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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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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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 등 제 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아들을 평생 빚쟁이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가 대신 상환하도록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

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

회에 의하여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대부업자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

련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현금을 수령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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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 조 및 상법 제 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

정하는 제도입니다

년 통신채권 등 또는 년 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 유선 우편 소제기 등 을 

받지 못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

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

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

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

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

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

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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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

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

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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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

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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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추심채권 세부명세

당사는 아래의 채무에 대하여 추심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에 대한 사항

채권자
채무금액 원

채무 불이행기간
원금 이자 기타 소계

채무의 변제 방법

예금주 금융회사 계좌번호

은행

소멸시효 완성여부

소멸시효 완성여부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

다

대부계약 등에 따라 채권을 보유하는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최초로 연체하는 경우 소멸시
효 완성여부에 대한 통지 생략 가능

문의 방법 안내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시 동 문구를 변형 없이 사용 다만 해당 채권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채권
이 아닌 경우 예 통신채권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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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자격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 면직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

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

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

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의 등록을 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그 사유발생일 전 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채권추심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목 내지 자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부업법

나 형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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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금융회사등임직원의 자격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 면직된 후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 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

직원이었던 자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

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

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의 등록을 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그 사유발생일 전 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채권추심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가목 내지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목 내지 자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부업법

나 형법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 또는 

- 24 -

제 조 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의 규정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법 제 조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

마 채권추심법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

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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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목록

구 분 상세 정보

개인채권

식별정보
차주명

주민등록번호

개인대출정보

대출 담보 종류

대출취급일 등록사유발생일

최초 대출원금 등록금액

연체정보

연체기산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현재 잔여 대출원금 등록금액

미상환원금잔액 연체금액

미수이자잔액

채권자변동정보

채권양도회차

최초 채권기관명 및 법인번호

최초 채권기관 관리 계좌 번호

양도기관명 및 법인번호

양도기관 관리 계좌 번호

채권양도금액 양도기준시점일 대출원금 잔액

개인채무보증정보

채무보증발생일

채무보증금액 대출원금 기준

보증인 성명

보증인 주민등록번호

기 타

신용회복 지원 여부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결정 여부

개인회생절차 진행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기업채권

식별 정보

차주명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일 여신

신용공여 종류

신용공여금액

만기구조

연체기산일

연체 정보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현재 잔여 대출원금 등록금액

미상환원금잔액 연체금액

미수이자잔액

관련인정보
관련인 주민 사업자 법인 번호

관련인 성명 대표자명

월말 여신

담보종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종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금액

기 타 법인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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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매입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목록

구 분 상세 정보

개인채권

식별정보
차주명

주민등록번호

개인대출정보

대출 담보 종류

대출취급일 등록사유발생일

최초 대출원금 등록금액

연체정보

연체기산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현재 잔여 대출원금 등록금액

미상환원금잔액 연체금액

미수이자잔액

채권자변동정보

채권양도회차

최초 채권기관명 및 법인번호

최초 채권기관 관리 계좌 번호

양도기관명 및 법인번호

양도기관 관리 계좌 번호

채권양도금액 양도기준시점일 대출원금 잔액

개인채무보증정보

채무보증발생일

채무보증금액 대출원금 기준

보증인 성명

보증인 주민등록번호

기 타

신용회복 지원 여부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파산면책 결정 여부

개인회생절차 진행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기업채권

식별 정보

차주명

법인 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일일 여신

신용공여 종류

신용공여금액

만기구조

연체기산일

연체 정보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연체정보 등록사유발생일 현재 잔여 대출원금 등록금액

미상환원금잔액 연체금액

미수이자잔액

관련인정보
관련인 주민 사업자 법인 번호

관련인 성명 대표자명

월말 여신

담보종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종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금액

기 타 법인회생절차 진행 여부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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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권매각통지서 표준안

구 분 사전통지 사후통지

적용대상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 모든 대출채권

통지시기

매각 입찰 예정일로부터 
영업일 이전

사전통지서 회 이상 발송

매각계약 종료일 이후 영업일
이내

사후통지서 회 이상 발송

통지내용

총 상환의무액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총 상환의무액

채무원금 연체이자 등

연체이자 기타비용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

채권 매입 기관
이름 주소 등

소멸시효 완성 여부 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방법

일반우편 전자우편 중 
선택 가능

발송내역 관리 필요

민법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

내용증명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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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 안

상거래 민사 채권자용

채권자 이하 갑 이라 한다 는 은 신용정보주식회사 이하 을 이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조 목적

이 계약은 갑 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을 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권 이란 갑 이 보유하는 채권으로서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

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하는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

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 란 갑 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보

증인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채권추심 이란 갑 의 위임을 받아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

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 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수료 란 이 계약에 따라 갑 이 을 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

의 금원을 말한다

제 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을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을 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규칙 감독규정 시행세칙 기준 가이

드라인 등 이하 관련 법규 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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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 안

상거래 민사 채권자용

채권자 이하 갑 이라 한다 는 은 신용정보주식회사 이하 을 이라 한다 와 다음과 같이 

채권추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 조 목적

이 계약은 갑 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을 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권 이란 갑 이 보유하는 채권으로서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

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

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하는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

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 란 갑 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보

증인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채권추심 이란 갑 의 위임을 받아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의 촉

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 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수료 란 이 계약에 따라 갑 이 을 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

의 금원을 말한다

제 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을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을 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규칙 감독규정 시행세칙 기준 가이

드라인 등 이하 관련 법규 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

니하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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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따라 갑 이 을 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채무자에 대한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채무자 등으로부터 변제금 수령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을 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 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갑 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 이 요청

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개시

을 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 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을 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 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대한 사항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대한 사항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을 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조 및 제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제 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하는 경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경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민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

하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갈음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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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갑 과 을 은 변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변제일자와 변제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이 변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 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르기로 한다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 항의 수수료 외에 갑 과 을 사이에 상호 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사전

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하는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 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산과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 항의 인도기간

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 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갑 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하는 

경우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갑 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하는 경우

채권 관련 변제공탁으로 갑 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출급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급되는 경우

갑 이 을 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

을 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하여 갑 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 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에 을 의 조력으로 갑

이 변제를 받는 경우

기타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중단

을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 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

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 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 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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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변제금 수령 및 인도 등

갑 과 을 은 변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변제일자와 변제금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이 변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 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르기로 한다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 항의 수수료 외에 갑 과 을 사이에 상호 정산 금액이 있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사전

에 통지하고 이를 인도하여야 하는 변제금에서 상계한 후 해당 차액을 갑 에게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산과 통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제 항의 인도기간

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실적 인정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 의 채권추심업무를 통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갑 이 채권과 관련하여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를 수령하는 

경우

채권과 관련하여 대물변제 채무인수 담보취득 경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갑 이 채권과 관련하여 상계 처리하는 경우

채권 관련 변제공탁으로 갑 이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출급할 수 있는 경우 및 계약 종료일 

이전에 공탁되어 종료일 이후에 출급되는 경우

갑 이 을 과 사전 협의 없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경우

을 의 채권추심업무로 인하여 발견된 재산을 통하여 갑 이 변제를 받거나 변제가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 이 채무자를 상대로 취하는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에 을 의 조력으로 갑

이 변제를 받는 경우

기타 채무자의 변제와 동일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중단

을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 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

무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 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 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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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

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조 비용부담

을 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 과 을 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한 을 의 부담으로 한

다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 이 부담한다

제 조 수수료 등의 지급

갑 은 을 이 채권추심업무를 통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제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 부가가치

세 별도 를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의 종류 내역 분류기준 등 채권추심 수수료율

갑 은 전항과 관련하여 변제일 또는 제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

부터 영업일 이내에 을 이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갑 과 을

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제 항과 별도로 갑 이 을 에게 지급하는 기타 수수료 또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양 당

사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하는 내역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이 계약은 갑 과 을 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 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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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을 이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날로

부터 발생한다

을 이 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 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을 에 대한 감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또는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을 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관련 법규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을 의 채권추심업무

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을 이 갑 으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을 추심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을 이 채권추심업무를 제 자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을 이 개월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말소 기타 관련 법규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을 이 이미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며 을 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제 조에 따라 갑

은 을 에게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추가위임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

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갑 은 이 계약에 따라 을 에게 위임하는 채권에 대하여 제 자와 이중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비밀유지

갑 과 을 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을 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 에 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대

하여 갑 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여

야 한다

제 조 지연손해금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

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 조 손해배상책임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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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을 이 서면통지를 수령하는 날로

부터 발생한다

을 이 이 계약에 위반하여 갑 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을 에 대한 감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또는 신용조사업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을 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관련 법규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을 의 채권추심업무

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을 이 갑 으로부터 위임 받은 채권을 추심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을 이 채권추심업무를 제 자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을 이 개월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채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주민등록말소 기타 관련 법규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을 이 이미 수행한 채권추심업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며 을 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으로 인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는 제 조에 따라 갑

은 을 에게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 추가위임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

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갑 은 이 계약에 따라 을 에게 위임하는 채권에 대하여 제 자와 이중으로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비밀유지

갑 과 을 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을 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 에 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에 대

하여 갑 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되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여

야 한다

제 조 지연손해금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

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 조 손해배상책임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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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

는 업무 수행 불능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 과 을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조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합의

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 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특약사항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여부 자필기재

인 또는 서명

채권자 갑 가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이라고 직접 기재함

갑 과 을 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서 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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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갑

상호 성명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위 을

상호 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대표이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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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성명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위 을

상호 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대표이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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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표준 안

금융회사용

채권자 이하 갑 이라 한다 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채권 및 특수채권을 원활하게 

추심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인 이하 

을 이라 한다 에게 갑 이 추심하여야 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 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한다

제 조 목적

이 계약은 갑 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을 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권 이란 갑 이 보유하는 채권으로서 상법 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하는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채무자 란 갑 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보증인을 포함한다 를 말한다

채권추심 이란 갑 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

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갑 을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수료 란 이 계약에 따라 갑 이 을 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

의 금원을 말한다

제 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을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을 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규칙 감독규정 시행세칙 기준가

이드라인 등 이하 관련 법규 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기간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 개월 전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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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따라 갑 이 을 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채무자에 대한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을 은 이 계약 체결 시 갑 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갑 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 이 요청

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개시

을 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 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을 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 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대한 사항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대한 사항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을 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조 및 제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제 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하는 경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경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민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

하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갈음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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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따라 갑 이 을 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채무자에 대한 전화 우편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채무자 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방법

을 은 이 계약 체결 시 갑 에 대하여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갑 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 이 요청

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개시

을 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계약 체결일 이후 갑 이 직접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조 협의 또는 통지에 관한 사항

을 은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 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 또는 분할상환에 대한 사항

채권의 원리금 감면에 대한 사항

기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을 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조 및 제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제 자가 변제를 하거나 변제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권을 포기 면책 또는 감면하는 경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에 착수하는 경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민 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파산면책 또는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 변동이 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

하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업무의 진행 현황에 대하여 서면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유선 통지로 갈음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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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사실 통지나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 사실 통지 

등 각종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조 채무변체 수령

을 은 채무자로 하여금 수임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갑 명의의 계좌 또는 채무자의 가

상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통장의 보관 운영 및 관리 권한은 갑 이 가진다

을 은 제 항의 계좌 외에 자신의 계좌 기타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수임채권에 

대한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은 제 항 및 제 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을 과 고용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로 하여금 개인명의 계좌 기타 다른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수

임 채권에 대한 채무변제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

생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 조 변제금 회수간주

채권추심위임계약 발효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갑 은 을 이 변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을 에게 해당 수수료 등을 지급하

여야 한다

을 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 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하는 경우

을 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 이 채무자로부터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 공채 또는 회

사채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 등을 수령한 후 동 증서가 정상적으로 지급처리 되는 

등 변제에 충당되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갑 이 인정하는 경우

을 의 추심행위에 의해 갑 이 채무자의 대물변제 채무인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을 의 추심행위에 의해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 갑 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을 의 추심행위에 의해 제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위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갑 에게 변제하는 경우

기타변제와 동일시된다고 갑 이 인정하는 경우

갑 이 계약발효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았으나 입금 미

처리 및 거치식 상환 만기 미도래에 의하여 입금 미처리되는 경우는 을 이 회수하는 것으

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갑 이 채무자로부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수령하는 경우

갑 이 채무자로부터 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 공채 또는 회사채 유가증권 등 환가성 

있는 증서 등을 수령한 후 변제에 충당 되거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갑 이 인정하는 경

우

갑 이 채무자와의 대물변제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 과 채무자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후 갑 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제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위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갑 에게 변제하는 경우

갑 이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 및 송달료를 환급 받는 경우

기타변제와 동일시된다고 갑 이 인정하는 경우

제 조 채권추심업무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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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 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

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 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 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조 비용부담

을 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 과 을 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한 을 의 부담으로 한

다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 이 부담한다

제 조 추심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

갑 이 을 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심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시기는 채권추심 위임장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갑 은 을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말결산 후 별도로 정하는 지급시기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그 지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갑 은 제 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추심수수료를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로부

터 지급하는 당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를 위반하는 채무변제금 수령이 발생하는 경우 을 은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

부터 영업일 이내에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

일부터 연 할의 비율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 은 손해금을 추심수

수료 지급 시 공제 할 수 있다

제 조 계약의 해지

갑 은 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 의 허가 또는 인가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취소되는 경우

을 의 파산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임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을 이 갑 의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을 의 제반 추심회수 회수율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 이 이 계약에서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추심금액 또는 제비용을 유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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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 에게 사전 통지한 후 채권추심업무

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갑 과의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발송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채무면제 원인무효 패소확정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 이 채권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 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추심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 채무자의 폐업 파산 또는 청산 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추심 실익이 없는 경우

기타 채권추심업무 수행 결과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고 변제의지가 희박하여 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조 비용부담

을 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 과 을 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한 을 의 부담으로 한

다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 비용은 발생 시마다 갑 이 부담한다

제 조 추심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

갑 이 을 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추심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시기는 채권추심 위임장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갑 은 을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말결산 후 별도로 정하는 지급시기에 현금 또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그 지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갑 은 제 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추심수수료를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로부

터 지급하는 당일까지 연 할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조를 위반하는 채무변제금 수령이 발생하는 경우 을 은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는 날로

부터 영업일 이내에 갑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

일부터 연 할의 비율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 은 손해금을 추심수

수료 지급 시 공제 할 수 있다

제 조 계약의 해지

갑 은 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 의 허가 또는 인가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취소되는 경우

을 의 파산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 제한으로 위임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을 이 갑 의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 확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을 의 제반 추심회수 회수율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 이 이 계약에서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하여 추심금액 또는 제비용을 유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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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횡령하는 경우

을 의 채권추심 활동 중에 제반 관련법규 위반 고객 민원야기 비밀누출 금전사고 대

외 이미지 손상 등으로 갑 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갑 이 회사정책에 의해 채권을 매각하여 을 의 추심채권이 없는 경우

기타 이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권이 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갑 이 채권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고 추심실익이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면책이 결정되어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법인이 폐업 파산 또는 청산되어 사실상 법적으로 청구할 대상이 없는 경우

제 조 추가위임

이 계약체결일 이후 추가로 위임 받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에 별도 특약이 없

는 경우 이 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조 중복 추심위임 금지

갑 은 이 계약에 따라 추심 위임하는 부실채권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제 자와 추심위임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 조 비밀유지

갑 과 을 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한 이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을 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 에 대한 일체의 신용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를 갑

의 사전 동의 없이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

며 권한 없는 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조 지연손해금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변제금 인도 또는 수수료나 비용 등의 지급을 지

체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 조 손해배상책임

갑 과 을 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사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지연 또

는 업무 수행 불능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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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 과 을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조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합의

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 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특약사항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여부 자필기재

인 또는 서명

채권자 갑 가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이라고 직접 기재함

갑 과 을 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서 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 갑

상호 성명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위 을

상호 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대표이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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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등

갑 과 을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조 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 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합의

하여 서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다

전항에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 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제 조 특약사항

중요사항 설명 확인 여부 자필기재

인 또는 서명

채권자 갑 가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 이라고 직접 기재함

갑 과 을 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서 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 갑

상호 성명

주소

대표이사

연락처

위 을

상호 신용정보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대표이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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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예시

님 사 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

회사로서 채권자 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 사 에 대한 채권추심을 

자로 위임받았음을 통지합니다 당사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귀하의 개

인신용정보를 수집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

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

채권자 채무금액 원 채무불이행 기간 비고

원금 이자 기타 계

상기 내용은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 방법

가 계좌입금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비고

은행

수임사실 통보일 현재 입금계좌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상담 시 구두 또는 서면

으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타 예시

동봉된 청구서로 가까운 금융회사 은행 등 에서 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채권자 주 의 가까운 지점 또는 대리점 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기타 통지 사항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일정 기간 채권추심을 하지 아니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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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법 안내 예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홍길동 센터 서울 구 로 

채권의 존재 여부 확인 방법

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 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확인서 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전 가호의 경우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범위 만원 이내 에서 채권자가 청

구하는 바에 따라 교부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 항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이 당사 홈페이

지 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 로 전화문

의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주

서울 구 동 빌딩 층

홈페이지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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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법 안내 예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홍길동 센터 서울 구 로 

채권의 존재 여부 확인 방법

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 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채무확인서 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전 가호의 경우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범위 만원 이내 에서 채권자가 청

구하는 바에 따라 교부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 항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이 당사 홈페이

지 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 로 전화문

의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주

서울 구 동 빌딩 층

홈페이지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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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변제 독촉장 표준안 예시

채무자 홍길동

관리기관 또는 채권자 신용정보 주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채무이행 촉

구 변제금 수령 등의 채권추심업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입니다

귀하는 주 의 연체자로서 그동안 귀하에 전화 및 우편 등으로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응하

지 아니하는 등 채권자인 주 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채권추심과 관련한 채권자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한 내에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거나 귀하의 연락이 없는 경우채권자인 주 가 법

적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귀하의 채무가 완제되는 시점까지 당사의 독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조속히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입금전용계좌
예금주 주

채무원금 이자 및 기타비용

담당자 전화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변제독촉장 송부 방문추심 가압류신청 등 법적 조치 등 와 채무자

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시 추심중단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등

이 당사 홈페이지 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

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등임직원이 변제독촉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용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구 법적절차 진행 중 형사고소 예고통지 등 는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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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 예시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에서 직접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조치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채무 미변제 시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통보해 드리는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채무 미변제 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 압류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

통신비 형사고소 비용 등 귀하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무 미변제 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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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변제 독촉장 금지문구 예시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에서 직접 귀하를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조치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채무 미변제 시 형사범죄에 해당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며 통보해 드리는 날짜까지 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채무 미변제 시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

귀하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 기본적인 가재도구까지 압류될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물품을 매각하여서라도 무조건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책임이 없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

통신비 형사고소 비용 등 귀하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채무 미변제 시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귀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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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원칙

금융회사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압류를 제한

운영방안

소액채무자 압류 제한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이하인 경우 유체동산 냉장고 휴대폰 

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를 제한

민사집행법 제 조 호에 따른 개월간의 생계비 만원

취약계층 압류 금지 채무원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에도 연체 채무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초수급자 중

증환자 장애인 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의

압류를 제한

집행 시 유의사항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집행 장소에 임산부 중증환자 장애인 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심신박약자 등의 노약자가 채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노약자가 압

류과정에서 심리적 쇼크를 받지 아니하도록 업무처리에 주의

예금에 대한 압류 제한 채무자의 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은 압류 제한

민사집행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만원 이하인 예금

보험에 대한 압류 제한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은 압류 제한

민사집행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내지제 호에 
따라 만기환급금 중 만원 이하인 금액 등

생계급여 입금계좌 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의 조제 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

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 금지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192 - 45 -

별표

채무변제협의서 표준안

채무 현황

채권자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구 로 

채무원금 원

분할변제 계획

분할변제사유 채권자와 채무자 협의를 통하여 분할 입금

분할변제금액 원

변제 계획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월 일 금 원 입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기타사항

위 분할변제계획이 종료되는 경우 모든 채무가 종결되며 종결 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아

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분할변제금을 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협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전에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합

니다

분할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연체일수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및 민사집행법 제

조에 따른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할변제 계획에 협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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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무변제협의서 표준안

채무 현황

채권자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서울시 구 로 

채무원금 원

분할변제 계획

분할변제사유 채권자와 채무자 협의를 통하여 분할 입금

분할변제금액 원

변제 계획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매월 일 금 원 입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기타사항

위 분할변제계획이 종료되는 경우 모든 채무가 종결되며 종결 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아

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분할변제금을 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협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

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전에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합

니다

분할변제금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연체일수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및 민사집행법 제

조에 따른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할변제 계획에 협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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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무변제확인서 예시

님 사 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

심회사로서 채권자 주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 사 가 채무변제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기준

채권자
채무금액 원

비고
원금 이자 기타 소계

채무변제 내역
년 월 일 기준

변제일자
채무금액 원

변제방법
원금 이자 기타 소계

계좌입금

채무변제 후 잔존채무 내역
년 월 일 기준

채권자
채무금액 원

비고
원금 이자 기타 소계

문의 방법 안내 예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홍길동 센터 서울 구 로 

기타

신용정보 주

서울 구 동 빌딩 층

홈페이지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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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권추심 진행상황 보고서 예시

년   월   일 현재

의뢰업체명 추심담당자 연락처

채무관련인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주 소 지 연락처 비 고

채권내역 출력당일로 계산된 편입이자 포함됨

수임금액 회수액 원 금 이 자 법비용 현재잔액 비 고

교섭현황 최근 교섭일자 순으로 정렬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Ⅱ. 대부업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195
- 47 -

별표

채권추심 진행상황 보고서 예시

년   월   일 현재

의뢰업체명 추심담당자 연락처

채무관련인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주 소 지 연락처 비 고

채권내역 출력당일로 계산된 편입이자 포함됨

수임금액 회수액 원 금 이 자 법비용 현재잔액 비 고

교섭현황 최근 교섭일자 순으로 정렬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일 자 대상자 대상자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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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채권추심 금지행위 사례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가 폭행

구타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돌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고함을 질러 채무자를 놀라게 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음란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

채무자의 외모 지능 수입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는 행위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채무자를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

나 협박

거짓 소식을 전하여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부모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채무를 상환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

채무사실을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제 자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

심을 유발하는 행위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고 음성녹음을 남기는 행위

채무자의 재산 집 차 등 소유물 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채무를 갚지 아니하면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아이들 등교 및 하교 시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미성년자인 채무자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

독촉장 발송 시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구나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채무와 관련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장동료 가족을 미행하는 행위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고 있으나 변제할 의사가 없는 가족에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

하는 경우 채무자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다 체포

채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족을 포박하는 행위

경찰관을 사칭하여 연행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완력을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붙드는 행위

라 감금

사무실이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을 가로막는 행위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속도를 내어 달리는 행위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시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마 위계

전화 연락 시 채무자의 관계인 경찰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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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는 행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

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 소멸시효 등 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행위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결과를 오도하는 표

현을 사용하는 행위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채무자가 제안하는 정당한 대항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는 행위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

행신청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

위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직장 직위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속이는 

행위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행위

바 위력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차를 점유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시까지 에 방문하

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

는 행위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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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는 행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불가능한 가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

하는 행위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언급

채무자의 정당한 항변 소멸시효 등 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행위

채무 미변제 시 형사처벌 재산 몰수 상속인에게 자동적 포괄승계 등 결과를 오도하는 표

현을 사용하는 행위

잔존채무액 등을 속여서 채무이행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채무액을 과장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속이는 행위

채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채무자가 제안하는 정당한 대항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요하는 행위

법적인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

행신청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취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등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진다고 속이는 행

위

채권추심회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직장 직위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채권을 매각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속이는 

행위

채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분실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 우편물을 남기는 

행위

채무자에게 제시하는 채권추심 관련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행위

바 위력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다수인이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을 방문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처를 방문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채무자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자리에서 일어나는 채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차를 점유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시까지 에 방문하

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전화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와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

는 행위

채무변제에 대한 유선 또는 서면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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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대면접촉을 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여 채권추심 관련 용무를 마친 후 채무자 또는 그의 관

계인이 거주지 직장 등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미행하거나 계속 따라다님으로써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오후 늦게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후 

시가 넘도록 떠나지 아니하는 행위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 조제 호

채무자가 야근 때문에 밤 시에 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는 행위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

는 행위

채무자가 해외출장 중으로 국내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

하게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전화 통화 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채무변제만을 독촉하는 행위

채무자와 합의한 변제 일자가 되기 전에 연락하여 사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폭력배가 채무자를 폭행 살인하는 소설 음향 또는 영상물을 보내는 행위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내는 행위

전화를 받는 사람이 화가 나게 할 목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고의적으로 연체기간을 길게 하여 연체이자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주채무자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니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고지하면서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하

여 주는 것처럼 속여서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관계인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감면하여 주는 것처럼 

채무금액을 속이는 행위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제기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

하는 행위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도록 하여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카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을 통하여 허위로 카드매출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조성한 현

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불법행위

장기매매 매춘 등을 이용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사채를 얻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보험을 해지하도록 하여 환급금으로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198 - 51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

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하

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

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소송을 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

위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채권자 및 채무자간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

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채권자의 채무존재사실 입증 없이 채무자가 전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하

도록 인쇄물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

위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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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을 매각하여 얻은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부엌기구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채무자의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친족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처갓집 식구 이혼한 전 남편 군대에 간 아들 시집간 누나 등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

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잘 변제하도록 설득하

여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던 관계인이 자신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

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소송을 통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권추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

위

채권을 발생시킨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 등을 원금에 추가하여 추심하는 행위 

채권자 및 채무자간 합의로 이미 감면된 채무금액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요구

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채권자의 채무존재사실 입증 없이 채무자가 전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법원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하거나 소송절차 관련문서인 것으로 오인하

도록 인쇄물 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등과 같이 법적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에게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행위

독촉장 발송 시 정부기관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방문 시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소속이 사법당국으로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행

위

자신을 법원 소속 집행관이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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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락 방문 시 자신이 행정기관 소속이라고 가장하는 행위

를 이용하여 마치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문자메시지에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오인되는 표시를 하여 보내는 행위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채권추심회사가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하다고 채무자나 관계인을 속이는 행위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에서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제기 또는 기타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행

위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강제집행이나 재산관계명시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행위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채무자에게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

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신청 중이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곧 경매

가 진행된다고 말하는 행위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속이는 행

위

카드사가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고소하였으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사가 진

행될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법원에 접수하지 아니한 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해당 절

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하지 아니한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형사절차가 진행

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하

는 행위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경찰조사를 받고 구금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행위

법원의 결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즉시 파산하고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고 언급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

위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무 미변제 시 채

무 원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행위

채무 미변제 시 채무자의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고 속이는 행위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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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출신학교 동문회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자의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

위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이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는 등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알면

서도 방문하는 행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채무자를 찾아가 다른 환자가 보는 앞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함에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가 장애 고령 문맹 등의 환경에 처하여 있음을 악용하여서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통상적이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에서 또는 채무자에게 불편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통상 그렇

게 인식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통신하는 행위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

위

채무자가 임을 알면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

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소재파악을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권추심 사실을 알림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채권추심회사 소

속 추심원이라고 소개한 후 연락처를 문의하는 행위

채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추심 사실을 직장 동료에게 알릴 목

적으로 직장 동료에게 채권추심회사 소속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근무하는지 여부를 문의하

는 행위

채무자의 친구인 것으로 가장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수신자 부담 전화료 및 수신자 부담전보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

전화연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번호만 남기고 전화통화를 종료하여 채무자가 다

시 전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어야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다

고 말하는 행위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

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권추심법 제 조제 호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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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권추

심법 제 조제 호

엽서 팩스 및 개봉서신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

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

벽보부착 낙서 스티커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방문 시 채무자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관련 안내장 등을 부착 게

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 친족 등에게 채권추심 관련서신을 송부하여 그들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연락임을 언급 표시하는 행위

우편물 겉봉에 채권추심회사명 주소 이외에 채무관련사항을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거

나 표시하는 행위

예시 채권추심전담반 채무변제 독촉장 등의 용어를 우편물 겉봉에 표기

밀봉하지 아니한 방문증을 부착하여 제 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를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채무자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

위

법적인 채무자는 휴대전화 명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에게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를 

보내는 행위

채무자가 타인명의의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경우 동 번호로 다시 연락하여 채무자 여부

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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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위임직채권추심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귀사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

집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의 제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및 제공의 목적

수집 이용하는 자 제공받는 자

위임계약의 체결 유지 여부 판단 및 
관련 정보 관리
위임계약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목적의 각종 정보 조회 및 수집을
위한 성명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활용
각종 민원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법규
행정규칙 등을 포함 상의 의무 이행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정보에 
대한 집중 활용

채권추심회사의 위임계약의 체결 유지
여부 판단 및 관련 정보관리
신용정보협회의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위임직채권추심인 개인정보 성명 등록
번호 등록 채권추심회사 계약일 등 의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홈페이지
이용자의 조회
각종 민원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법규
상의 의무이행 등
위임계약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목적의 각종 정보 조회 및 수집을
위한 성명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활용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유지관리와 조회
관련 법규 상의 감독 조사기관 등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관한 각종 검사나
조사 등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

른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

는 자 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 조사기관 등

수집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신용정보회사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기간 관련 민원건수 및 민원내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 위임계약 상의 불이익 민 형사책

임 부담 과태료 부과 내역 등 및 기타 불법추심 관련 정보

이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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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 개인정보 성명 등록
번호 등록 채권추심회사 계약일 등 의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홈페이지
이용자의 조회
각종 민원 관련 업무처리 및 관련 법규
상의 의무이행 등
위임계약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 목적의 각종 정보 조회 및 수집을
위한 성명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의 활용
불법추심정보의 집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유지관리와 조회
관련 법규 상의 감독 조사기관 등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관한 각종 검사나
조사 등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

른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

는 자 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 조사기관 등

수집 이용 및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신용정보회사별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기간 관련 민원건수 및 민원내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에 따른 각종 제재 위임계약 상의 불이익 민 형사책

임 부담 과태료 부과 내역 등 및 기타 불법추심 관련 정보

이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 56 -

수집 이용하는 자 제공받는 자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관련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하는 때까지

제공 동의일로부터 관련 정보의 제공
받은 목적을 달성하는 때까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

귀 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

귀 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

민감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 여부

귀 사가 위와 같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및 활동이 가

능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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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2018. 1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대보증 대출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대부금융 회사 등이 연

대보증 대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민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

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1. “대부금융회사”라 함은‘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

자를 말하며,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라 함은‘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자를 말한다.

 2.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

다.

 3. “연대보증”이라 함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주(主)채무자와 연대하여 채

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4. “연대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연대보증이 포함된 대출계약과 관련된 대부금융회사와 채무자 사

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운영 

제4조(연대보증) ① 대부금융회사는 연대보증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대입보 금지

법인대출의 경우 다음 각목의 자중 1인에 한함

 가. 최대주주

 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지분 합산이 100분의 30 이상 주주

 라.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② 제1항제2호라목의 자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2인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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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2018. 1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연대보증 대출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대부금융 회사 등이 연

대보증 대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

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민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

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1. “대부금융회사”라 함은‘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

자를 말하며,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라 함은‘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자를 말한다.

 2.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

다.

 3. “연대보증”이라 함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주(主)채무자와 연대하여 채

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4. “연대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연대보증이 포함된 대출계약과 관련된 대부금융회사와 채무자 사

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운영 

제4조(연대보증) ① 대부금융회사는 연대보증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연대입보 금지

법인대출의 경우 다음 각목의 자중 1인에 한함

 가. 최대주주

 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지분 합산이 100분의 30 이상 주주

 라. 대표이사(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② 제1항제2호라목의 자가 수인(공동대표)인 경우에는 2인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있다.

  1. 제3자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 시 그 예금주

  2.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제3자를 보증인으

로 입보

  3.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건축주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

  4.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5.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대출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6. 법률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그 요건에 부합되는 보증인

제5조(기존계약에 대한 특례) 기존의 개인 연대보증부 대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변경, 갱신, 대부

거래 종료 시 해소한다. 다만 대출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행 후 3년 내 해소하여야 한다.

제6조(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특례)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2019.1.1. 이후 신규 체결된 대출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대부금융회사 임직원의 준수사항) ① 대부금융회사 임직원은 연대보증 조건을 해소하는 조건

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추가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금융회사 임직원은 연대보증 조건 해소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부

여하거나 부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반사항 제재) 협회는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회 정

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부  칙(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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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신용을 공여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2.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

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은행”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5. “신용공여”란 대출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거래를 말한다.

  6. “연체”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

다.

  7. “단기연체정보”란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 간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공유하는 5영업

일 이상 연체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말한다.

  8. “장기연체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연체정보를 말한다.

  9. “신용점수”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드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로 한다.

제4조(단기연체정보 등록)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연체 발생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에 단기연

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 이메일, 

서면 등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연체금액 및 연체기산일(연체기산일을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산일 산정기준)

  3. 단기연체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날짜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 산정기준)

  4. 단기연체정보 등록 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 이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조(장기연체정보 등록)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연체 발생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장기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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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신용을 공여하거나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2.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

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은행”이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5. “신용공여”란 대출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거래를 말한다.

  6. “연체”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

다.

  7. “단기연체정보”란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 간 계약 또는 협약에 따라 공유하는 5영업

일 이상 연체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말한다.

  8. “장기연체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

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연체정보를 말한다.

  9. “신용점수”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드는 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로 한다.

제4조(단기연체정보 등록)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연체 발생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에 단기연

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 이메일, 

서면 등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연체금액 및 연체기산일(연체기산일을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산일 산정기준)

  3. 단기연체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날짜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 산정기준)

  4. 단기연체정보 등록 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된 이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조(장기연체정보 등록)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연체 발생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장기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 

이메일, 서면 등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

다.

  1. 채권자

  2. 연체금액 및 연체기산일(연체기산일을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산일 산정기준)

  3. 장기연체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날짜를 명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 산정기준)

  4. 장기연체정보 등록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른 금융회사에 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5.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이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상당 기간 회복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사실

제6조(신용공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신용공여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

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

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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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업 대출상품설명서 가이드라인

제정 2018. 12. 26.

개정 2019.  9.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부금융업 대출상품설명서(이하‘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서 표준이 되고 공통이 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민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1.“대부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자를 

말하며,“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회원

으로 가입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자를 말한다.

2.“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대출계약과 관련된 대부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

한다.

제4조(운용) 대부금융회사는 상품설명서(별첨참조) 운용 시,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금지행위) 상품설명서는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계약자 등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상품설명서 항목별 준수사항

제6조(상품설명서 교부) ① 대부금융회사는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고객에게 상품설명서를 안내·교부하여

야 한다.

  ② 대부금융회사가 전화 등 음성으로 고객에게 상품설명서를 안내하는 경우, 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것

으로 본다. 

  ③ 대부금융회사가 상품설명서 내용을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이 확인 또는 입력하도록 

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 하는 경우, 상품설명서를 안내·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출기간) 상품설명서에는 대출 개시일과 대출 만료일을 표시하고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대출기

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율) 상품의 약정이자율과 연체에 따른 이자율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숫자로 표기하되, 법정최

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것을 표기한다.

제9조(대출상환방식) 대출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하되, 그 종류별로 명확히 표기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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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제10조(이자지급) 상품 특성에 따른 이자 지급시기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금 상환) 대출금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를 표시하되 대부 원금과 이자가 대

출 받은 대부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대출금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

가 추후 변동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원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유무를 표기하고 수수

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 계산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항목별 액수와 그 부담 주체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4조(조견표 등)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른 납입금액에 대한 예시를 도표로 만든 조견표를 표기

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에게 상환 일정 및 일정별 납입금액을 표시한 표를 별도로 제공한 경우, 조견

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한의 이익 상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여

야 한다. 

제16조(채권의 양도)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양도 시 채무자의 사전 동의가 필

요하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7조(연체정보 등 등록) 대출 원금, 이자가 연체될 경우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다는 점과, 연체정보 등

이 등록되면 금융거래 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중개수수료 지급) 채무자 등은 대출 계약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표기

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사항 제재) 협회는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부  칙(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부금융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에

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내규 등의 제‧개정 및 전산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개정 및 전산개발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20.)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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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대출상품설명서 표준안(고객 교부용)

본인은 ○○ 대부와 대부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 체결 전에 대부회사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거래의 주요내용 및 대부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 및 날인)      연대보증인/제3자담보제공자                   (서명 및 날인)
상담일 : 20xx.xx.xx           상담자 : 직위            , 성명                , 연락처 :             

1 상품 개요 및 특성 

대 출 기 간 □ ○개월    □ 1년   □ 3년   □ 기타(      ) 
채권보전

□ 담보 

□ 신용 (□ 보증  □ 비보증)대출개시일 20xx.  .   대출기간만료일 20xx.  .   

대부신청금액 금                  원정(￦                   )
거래구분

□ 개별거래

□ 한도거래실제수령금액 금                  원정(￦                   )

대부이자율

□ 고정 ( 연    % )

□ 변동 (                                )

□ 기타 (                                )

연체이자율

연체기간 XX일 이하  연      %

연체기간 XX일 이상  연      %

 *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은“약정

금리+3%p 이내” 

대출상환방식

□ 일시상환
건별거래 □ 대부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대부기간 만료일에 대부원금을 전액 상환

한도거래 □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부기간만료일에 대부원금을 전액상환

□ 분할상환 
매 (   )개월마다 아래의 방법으로 이자지급일에 분할상환  

(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 )

이자지급시기

□ 최초이자는 대부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는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

□ 이자는 매월 대부개시 해당일에 지급   

□ 이자는 매월 (    )일에 지급

□ 기타 (                                  )

※ 이자지급일 해당월에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을 지급일로 함

※ 대부기간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

기일은 그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함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함

이자율등의 

제한

□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법정최고이자율(연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임. 이때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

이자, 체당금, 그 밖의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봄 

※ 법정최고금리(연 24%)의 위반 여부는 대부금의 실제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하되, 연 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6개월 12%, 3개월 6%, 월 2%, 일 0.6575%임

   <예시>대부원금 1,000만원인 경우 기간별 이자납입 최고액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한도 : 1일 6,575원, 10일 65,753원, 30일 : 197,260원 90일 : 591,780원

상환계좌
은행명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대부
  
※ (대부원금 및 이자는 대출받은 대부업자의 계좌로 입금)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대부금액 × (   % ) × (잔여일수 ÷ 대부기간)

   ※ 대부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함

   ※ 대부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합계금액은 법정최고금리 연 24%내 임

근저당권 

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    ￦                  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설정시 - 대부업자가 부담, 말소시 -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                  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수수료 
   설정시 - 대부업자가 부담, 행사시 -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                  원

□ 기타비용(항목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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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대출상품설명서 표준안(고객 교부용)

본인은 ○○ 대부와 대부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 체결 전에 대부회사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거래의 주요내용 및 대부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 및 날인)      연대보증인/제3자담보제공자                   (서명 및 날인)
상담일 : 20xx.xx.xx           상담자 : 직위            , 성명                , 연락처 :             

1 상품 개요 및 특성 

대 출 기 간 □ ○개월    □ 1년   □ 3년   □ 기타(      ) 
채권보전

□ 담보 

□ 신용 (□ 보증  □ 비보증)대출개시일 20xx.  .   대출기간만료일 20xx.  .   

대부신청금액 금                  원정(￦                   )
거래구분

□ 개별거래

□ 한도거래실제수령금액 금                  원정(￦                   )

대부이자율

□ 고정 ( 연    % )

□ 변동 (                                )

□ 기타 (                                )

연체이자율

연체기간 XX일 이하  연      %

연체기간 XX일 이상  연      %

 * 대부업법상 연체이자율은“약정

금리+3%p 이내” 

대출상환방식

□ 일시상환
건별거래 □ 대부기간 중 이자만 납부하고 대부기간 만료일에 대부원금을 전액 상환

한도거래 □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부기간만료일에 대부원금을 전액상환

□ 분할상환 
매 (   )개월마다 아래의 방법으로 이자지급일에 분할상환  

(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기타(                ) )

이자지급시기

□ 최초이자는 대부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그 이후 이자는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

□ 이자는 매월 대부개시 해당일에 지급   

□ 이자는 매월 (    )일에 지급

□ 기타 (                                  )

※ 이자지급일 해당월에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을 지급일로 함

※ 대부기간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

기일은 그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함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함

이자율등의 

제한

□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법정최고이자율(연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임. 이때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

이자, 체당금, 그 밖의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봄 

※ 법정최고금리(연 24%)의 위반 여부는 대부금의 실제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하되, 연 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6개월 12%, 3개월 6%, 월 2%, 일 0.6575%임

   <예시>대부원금 1,000만원인 경우 기간별 이자납입 최고액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이자 한도 : 1일 6,575원, 10일 65,753원, 30일 : 197,260원 90일 : 591,780원

상환계좌
은행명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대부
  
※ (대부원금 및 이자는 대출받은 대부업자의 계좌로 입금)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대부금액 × (   % ) × (잔여일수 ÷ 대부기간)

   ※ 대부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함

   ※ 대부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합계금액은 법정최고금리 연 24%내 임

근저당권 

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부담    ￦                  원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설정시 - 대부업자가 부담, 말소시 -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                  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수수료 
   설정시 - 대부업자가 부담, 행사시 - 채무자(설정자)가 부담 

￦                  원

□ 기타비용(항목 :                 ) ￦                  원

2 대부기간별․ 상환방법별 조견표   <예시> 대부원금 1,200만원, 대부금리 : 연 24%

대부기간

연간납입액

1년  3년 5년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1년 1,356 1,362 1,488 644 565 288 502 414 288

2년 - - - 548 565 288 444 414 288

3년 - - - 452 565 1,488 386 414 288

4년 - - - - - - 329 414 288

5년 - - - - - - 271 414 1,488

합계 1,356 1,362 1,488 1,644 1,695 2,064 1,932 2,070 2,640

주)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는 달라집니다.
    1. 대출기간이 길수록 부담이자는 많아집니다.
    2.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이자는 달라집니다. :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3. 만기일시상환’이란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며, ‘분할상

환’이란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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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이용관련 애로사항 상담․문의처
구 분 상담․문의처 구 분 상담․문의처

대부업등록여부조회 금융감독원(1332) 민원․분쟁 신청 금융감독원(1332)
이자계산기 금융감독원(1332) 불법대부∙추심신고 금융감독원(1332)

서민정책금융상품 서민금융진흥원(1397)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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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는 대부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부계약은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대출상품설명서 표준안(음성 스크립트)

OOO고객님 이 대출상품서는 계약전 대출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 및 보이스피
싱 예방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오니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실제 대출거래 계약은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성

1. 대출은 (신용대출)이며, 개별거래로써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2. 대출금액은 ○○만원, 대출이자율은 연   %, 계약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입니다. 

3. 법정최고금리는 24%이고,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연24%로 동일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입

니다.

4. 대출상환방식은 (원금만기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4-1. (만기상환방식)은 매달 이자만 납부하고 계약만료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4-2. (분할상환방식)은 약정상환금액을 정하여 매달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5. 이자(약정상환금액)는 매달 지정한 약정상환일에 상환하여야 하며, 약정상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는 다음 영업일로 변경됩니다.

6. 상환계좌는 계약서 상단에 있는 계좌번호(               )로 꼭 입금하셔야 하며,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구

하거나 입금하시는 계좌가 개인명의일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7. 대출 이용관련 고객이 부담하실 비용은 (채무증명서발급비용,                          등)입니다.

2  대부기간별∙상환방법별 납입금액의 차이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같으며,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높

게 설정할수록 계약기간이 짧아 이자부담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2. (원금만기상환방식)은 매달 이자만 납입하기 때문에 월 납입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보다 

거래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는 더 많으며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3  대부이용자 주의사항

1.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며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의 입금을 요구하거나 대환대출, 대출취소, 마이너스통장 

개설 등을 빌미로 완납을 유도하는 대출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앱(어플) 설치', '홈페이지 접속'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2. 통상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할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계약만료일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를 참조)

3.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해당정보가 공유되고,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등급 하락에 따

른 신용카드 사용정지와 금융거래 등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대부이용자는 각종 소개비, 대부중개수수료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대출서류 위∙변조,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작업대출, 통장 및 현금카드 불법 매매∙양도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여러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 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받으신 내용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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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어플) 설치', '홈페이지 접속'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2. 통상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할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계약만료일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를 참조)

3.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해당정보가 공유되고, 3

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등급 하락에 따

른 신용카드 사용정지와 금융거래 등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대부이용자는 각종 소개비, 대부중개수수료 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대출서류 위∙변조,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작업대출, 통장 및 현금카드 불법 매매∙양도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6. 여러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 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 받으신 내용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비대면 영업 대부금융업권 가이드라인

제1장 개요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 등’)가 비대면 대부영업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 대부업자 등의 적극적(Out-Bound) 대부 및 대부중개 행위(이하 ‘대부영업’)

3. 적용 범위

 □ 적법한 고객정보의 활용

 □ 문자 전송 및 관리

 □ 이메일 전송 및 관리

 □ 전화 통화 및 관리

4. 근거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3.10.)

제2장 적법한 고객정보의 활용

 □ 대부업자 등은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대부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 대부업자 등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방법 및 절차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문자 전송 및 관리

1. 문자 전송의 제한

 □ 대부업자 등은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문자전송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자 등은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문자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

 □ 대부업자 등은 문자 전송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

다. 

 □ 대부업자 등은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별첨1 참조)

 □ 대부업자 등은 다음의 경우 대부업자 등의 명칭(상호),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예정일시 안내 

등을 포함하여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 대부영업 과정에서 고객이 정당한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 고객이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결 지연 등의 이유로 전화 통화를 신청(예약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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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 대부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SNS 포함)에 고객이 직접 연락처를 남기

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3. 문자 전송시 표시사항

 □ 대부업자 등은 문자 전송시 ‘대부업자 등의 명칭(상호), 전송자의 이름․직함, 전송목적’을 명시한

다.

    (예시 : [○○대부 또는 대부중개, ○○○대리, 대부상품 안내])

 □ 대부업자 등이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직접 전송하여 전송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송자의 이름･직함을 생략할 수 있다.

4. 문자 수신거부 설정

 □ 대부업자 등이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 등은 문자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이 문자 전송에 재동의하기 

전까지 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

제4장 이메일 전송 및 관리

1. 이메일 전송의 제한

 □ 대부업자 등은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이메일 전송 제

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자 등은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이메일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

 □ 대부업자 등은 이메일 전송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 대부업자 등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별첨1 참조)

3. 이메일 전송시 표시사항

 □ 대부업자 등은 이메일 전송시 제목 및 본문상단에 ‘대부업자 등의 명칭(상호), 등록번호, 전송목적, 

전송자의 이름․직함, 정보동의처’를 명시한다. 다만, 제2.2호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

는 ‘정보동의처’를 생략할 수 있다. (별첨2 참조)

 □ 대부업자 등이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직접 전송하여 전송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이메일 전송목적은 계약체결안내, 계약관리안내, 상품안내, 기타안내 등으로 구분한다.

4. 이메일 수신거부 등록

 □ 대부업자 등은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고객이 향후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

도록 이메일 본문에 수신거부 등록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첨2 참조)

 □ 대부업자 등은 이메일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이 이메일 전송에 재동의

하기 전까지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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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 대부업자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SNS 포함)에 고객이 직접 연락처를 남기

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3. 문자 전송시 표시사항

 □ 대부업자 등은 문자 전송시 ‘대부업자 등의 명칭(상호), 전송자의 이름․직함, 전송목적’을 명시한

다.

    (예시 : [○○대부 또는 대부중개, ○○○대리, 대부상품 안내])

 □ 대부업자 등이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직접 전송하여 전송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송자의 이름･직함을 생략할 수 있다.

4. 문자 수신거부 설정

 □ 대부업자 등이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고객이 수신거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 등은 문자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이 문자 전송에 재동의하기 

전까지 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

제4장 이메일 전송 및 관리

1. 이메일 전송의 제한

 □ 대부업자 등은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이메일 전송 제

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자 등은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이메일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

 □ 대부업자 등은 이메일 전송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 대부업자 등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별첨1 참조)

3. 이메일 전송시 표시사항

 □ 대부업자 등은 이메일 전송시 제목 및 본문상단에 ‘대부업자 등의 명칭(상호), 등록번호, 전송목적, 

전송자의 이름․직함, 정보동의처’를 명시한다. 다만, 제2.2호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

는 ‘정보동의처’를 생략할 수 있다. (별첨2 참조)

 □ 대부업자 등이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직접 전송하여 전송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이메일 전송목적은 계약체결안내, 계약관리안내, 상품안내, 기타안내 등으로 구분한다.

4. 이메일 수신거부 등록

 □ 대부업자 등은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고객이 향후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

도록 이메일 본문에 수신거부 등록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첨2 참조)

 □ 대부업자 등은 이메일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이 이메일 전송에 재동의

하기 전까지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제5장 전화 통화 및 관리

1. 전화 통화의 제한

 □ 대부업자 등은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전화 통화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일 고객에 대한 대부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는 대부업자 등별로 1일 1회 이내로 한다.

 □ 대부업자 등은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전화 통화 제한의 예외사유

 □ 대부업자 등은 전화 통화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제1.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별첨1 참조)

   ◦ 해당 고객의 부재 및 부재중 타인과의 전화 통화시

   ◦ 정상적인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전화 통화시

   ◦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시

3. 전화 통화시 안내사항

 □ 대부업자 등은 전화 통화 초기에 ‘대부업자 등의 명칭(상호), 통화자(위탁여부), 통화목적(상품안내 

등), 통화지속여부’를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별첨3 참조)

 □ 대부업자 등은 고객이 자신의 정보동의처를 문의하는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4. 전화 통화 거부 등록

 □ 대부업자 등은 대부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시 고객이 추가 전화 통화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당해 고객의 전화 통화에 대한 재동의가 있기 전까지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부칙

  □ (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대부업자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는 ‘제

4장 이메일 전송 및 관리’와 ‘제5장 전화 통화 및 관리’에 따른 대부영업시 이메일 수신 및 전

화 통화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216

별첨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예시)

신용정보 동의 내용 안내

대부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 발송 안내

대부 원리금 납입 미납 안내 및 입금 내역 안내

대출 만기 및 갱신 안내

대부상품의 계약 조건 변경 안내 원리금 납입일 변경 금리 인상 인

하 등

기타 계약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

별첨 

이메일 전송(예시)

제목 : [○○대부, 상품 안내] ......

본문 : ○○대부(등록번호), ○○지점 ○○○대리입니다. 고객님께서는 ‘13.2.1. ○○

대부에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셨습니다.

<중략>

--------------------------------------------------------------------------------------

--------------------------------------------------------------------------------------

--------------------------------------------------------------------------------------

앞으로 이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십니까?

수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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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기존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예시)

신용정보 동의 내용 안내

대부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 발송 안내

대부 원리금 납입 미납 안내 및 입금 내역 안내

대출 만기 및 갱신 안내

대부상품의 계약 조건 변경 안내 원리금 납입일 변경 금리 인상 인

하 등

기타 계약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우 등

별첨 

이메일 전송(예시)

제목 : [○○대부, 상품 안내] ......

본문 : ○○대부(등록번호), ○○지점 ○○○대리입니다. 고객님께서는 ‘13.2.1. ○○

대부에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셨습니다.

<중략>

--------------------------------------------------------------------------------------

--------------------------------------------------------------------------------------

--------------------------------------------------------------------------------------

앞으로 이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십니까?

수신 거부

별첨 

전화 통화(예시)

= 안녕하십니까? ○○대부의 ○○○대리입니다. 

= 고객님께 ○○대부의 ○○상품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거부시]

= 오늘 다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몇 시쯤 연락 드릴까요?)

[고객이 본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묻는 경우]

=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는 ‘13.2.1. ○○○에서 마케팅활용 동의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고객이 “연락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고객님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전화 안내를 다시 희망하시는 경우 ○○○-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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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당 사가 귀 사에 제공하는 본 대출신청 고객정보는 
다음의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생산 및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제공할 고객정보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 남자 / □ 여자

 ○ 고객정보의 제공 경로

   

구  분 해당 
연월일 상  호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협회 등록번호 전화번호

최초정보생산자

1차 제공받은자

2차 제공받은자

3차 제공받은자

4차 제공받은자

5차 제공받은자

6차 제공받은자

   ※ 동 표시서 및 확인서를 제공하려는 고객의 대출신청 구비서류 맨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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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당 사가 귀 사에 제공하는 본 대출신청 고객정보는 
다음의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생산 및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제공할 고객정보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 남자 / □ 여자

 ○ 고객정보의 제공 경로

   

구  분 해당 
연월일 상  호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협회 등록번호 전화번호

최초정보생산자

1차 제공받은자

2차 제공받은자

3차 제공받은자

4차 제공받은자

5차 제공받은자

6차 제공받은자

   ※ 동 표시서 및 확인서를 제공하려는 고객의 대출신청 구비서류 맨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 바랍니다.

별첨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

당 사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는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치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한 대부중개건임을 확인합니다.

 ○ 제공할 고객정보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 남자 / □ 여자

 ○ 고객정보의 최초 수집 경로 (해당사항에 □√ 체크할 것)

□ 고객이 먼저 중개인에게 연락함

중개인 연락처를
알게 된 경로

인터넷 광고 (□ 고객이 직접 전화 / □ 홈페이지 등 연락처 남김)
□ 신문 광고   □ 전단지 광고    □ 방문 신청
□ 기타 ( *지인소개 등 구체적 경로 기재 )

□ 중개인이 먼저 고객에게 연락함

고객 연락처를
알게 된 경로

□ 제휴처 제공 ( *명칭, 연락처 등 제휴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
□ 기타 ( *대면영업 등 구체적 방법‧경로 기재 )

고객 연락 방법 □ 전화    □ SMS    □ E-mail    □ 우편물    □ 직접 방문
□ 기타 (                              )

년        월        일

OO대부중개 대표자                (인)

담당자                (인)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220
- 1 -

개인(신용)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를 위한

대부금융업권 가이드라인

1. 개 요

목적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

택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제공

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대부 중개업자가 수집 제공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대

상으로 함

2. 세부 기준

가  개인(신용)정보 수집

대부업자가 수집하던 정보항목을 필수항목 개 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수를 최소화

필수항목 공통 필수정보 가지 와 대부금액 또는 상품별 필수정보

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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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를 위한

대부금융업권 가이드라인

1. 개 요

목적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

택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제공

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마련을 목적으로 함

 적용범위 대부 중개업자가 수집 제공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대

상으로 함

2. 세부 기준

가  개인(신용)정보 수집

대부업자가 수집하던 정보항목을 필수항목 개 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수를 최소화

필수항목 공통 필수정보 가지 와 대부금액 또는 상품별 필수정보

를 구분

- 2 -

만원 거래상대방이 세 이하이거나 세 이상인 경우 만원 초과대

출시 고객으로부터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필수적으로 징구 대부업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개정 

상품별 특수성에 따른 필수정보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서만 별도로 수집

선택항목 수집하는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시 혜택예 우대

금리 대출한도 등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

선택항목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 을 충분히 고지하고

선택항목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함

금지항목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

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 수집 금지

대부중개업자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우편주소

에 한하여 수집이 가능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 를 제한하여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제

자 와 선택적 제 자 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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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의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

수 그룹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받도록 함

동의하고 싶지 않은 제 자 그룹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비동의 선택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①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모두 고지해야 함  

(신용정보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공받는 자 제공되는 업체 그룹별로 업체명을 명시하고 제공되

는 범위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 자에 제공되는 목적을 분명히 적시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부합하

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제 자에게 제공하는 목적 등에 부합하게 최소

한의 기간 을 구체적 으로 적시

다   비대면 영업

문자전송 이메일전송 전화통화 등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 영업을 하

려면 해당 영업방식을 통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

단 기존계약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기 타

본 가이드라인은 부터 등록 대부중개업자대부업법 제 조에게 적용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따라 필요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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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의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 또는 다

수 그룹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받도록 함

동의하고 싶지 않은 제 자 그룹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비동의 선택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①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모두 고지해야 함  

(신용정보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공받는 자 제공되는 업체 그룹별로 업체명을 명시하고 제공되

는 범위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 자에 제공되는 목적을 분명히 적시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부합하

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제 자에게 제공하는 목적 등에 부합하게 최소

한의 기간 을 구체적 으로 적시

다   비대면 영업

문자전송 이메일전송 전화통화 등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 영업을 하

려면 해당 영업방식을 통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

단 기존계약의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기 타

본 가이드라인은 부터 등록 대부중개업자대부업법 제 조에게 적용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따라 필요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

개인(신용)정보 외부 제공 대부금융업권 가이드라인

1. 개 요

 □ 목 적

 ◦ 이 가이드라인은 대부(중개)업자*가 개인(신용)정보 외부 제공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과도한 

정보제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부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계약서, 제공항목 및 방법,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업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 적용대상

 ◦ 이 가이드라인은 대부(중개)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업무위탁, 제3자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외부’는 업무위탁 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수탁업체, 

부가서비스 업체 등 제휴업체 등을 의미한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에 의한 경우, 

검찰·경찰청·공공기관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본원칙

 ◦ 대부(중개)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대부(중개)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때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에 따라 제공하

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는 법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

전면허번호 등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

을 공시*하여야 함.

    *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 대부(중개)업자는 위탁 및 제휴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서에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구체적인 보유기간과 파기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손해배

상, 재계약 금지) 부과 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업체가 개인(신용)정보를 대부(중개)업자

의 사전동의 없이 다시 외부에 제공하거나 재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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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업체가 제공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손해배상, 재계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공항목 및 방법

 □ 제공항목 최소화

 ◦ ‘제공항목 최소화’란 대부(중개)업자가 외부업체의 용역,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제공항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하는 자에게 있다.

제공처 유형별 제공항목(예시)
 

주 : 예시사항은 대부(중개)업자의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할 수 있으나, 
보유기간은 특정시점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제공시 보안조치

 ◦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봉함(封緘)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17조 제4항) 

<개정 2015.3.11.> 

 ◦ 파일 송수신, DMZ 구간(인터넷-DB 중간지점) 전송시, PC 저장시에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의 검증 

및 승인절차를 둔다.

4. 외부업체에 대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기준

 ◦ 대부(중개)업자는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로그기록 생

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은 외부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일자, 수량, 수령자, 파기일자* 등

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의 동의철회 등의 사유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고 파

기일자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대부(중개)업자는 외부에 제공한 정보관리실태를 CEO,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에

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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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업체가 제공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손해배상, 재계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제공항목 및 방법

 □ 제공항목 최소화

 ◦ ‘제공항목 최소화’란 대부(중개)업자가 외부업체의 용역,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제공항목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하는 자에게 있다.

제공처 유형별 제공항목(예시)
 

주 : 예시사항은 대부(중개)업자의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수정할 수 있으나, 
보유기간은 특정시점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 제공시 보안조치

 ◦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

는 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봉함(封緘)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17조 제4항) 

<개정 2015.3.11.> 

 ◦ 파일 송수신, DMZ 구간(인터넷-DB 중간지점) 전송시, PC 저장시에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의 검증 

및 승인절차를 둔다.

4. 외부업체에 대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기준

 ◦ 대부(중개)업자는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로그기록 생

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 관리대장은 외부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제공일자, 수량, 수령자, 파기일자* 등

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의 동의철회 등의 사유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고 파

기일자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대부(중개)업자는 외부에 제공한 정보관리실태를 CEO,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에

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점검 및 교육

 ◦ 대부(중개)업자는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기적인 점검

을 통하여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특히 외부수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근거, 고객 응대 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야 하며 외부수탁 업체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 민원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로 인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 일정 규모 이상(예시 : 월평균 1만건)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파기 

 ◦ 대부(중개)업자는 외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경과

시 제공받은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대부업권 가이드라인｣에 따

라 파기하여야 한다. 

 ◦ 외부에 제공한 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공받은 자는 정보 파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대부업자는 제공 받은 자의 대표로부터 파기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업체가 파

기확인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행시 불이익 부과방안에 따라 조치한다.   

 ◦ 외부업체가 파산, 청산, 합병되는 경우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파산관재인, 청

산인, 합병된 자의 대표 등이 파기확인서를 발행할 의무를 승계하도록 조치한다.

5. 부 칙 

□ 본 가이드라인은 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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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대부금융업권 가이드라인

1. 개요

 □ (목적)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수집․이용중인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히 파기하고, 계속

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보관방법 및 이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대부(중개)업자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함

2. 세부 기준

  가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보관

 □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 20조의2)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마케팅 등 영업목적을 위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 자사 고객에 대한 마케팅 이용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그 기간이내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이용가능. 다만,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상품 이용권유 등 마케팅 관련 고객의 

별도 수집･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를 위해 수집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우편주소)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 가능

     **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위해 수집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마케팅 관련 고객의 별도 수집･이용 

동의가 없다면 고객의 대출이 거절된 후 즉시(5일 이내) 또는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업무가 종료된 후 즉시(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 제3자에 제공하는 마케팅 정보는 2년 이내로 이용을 제한하며, 2년 경과시 관련 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 채권․채무의 존재 확인, 대부거래의 진실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관이 불가피한 대부거래정보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법령에서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즉시 파기

(또는 삭제) 하여야 함

     * (예) 신용정보법 제18조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

제하여야 함

 □ (1단계 보안조치)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필수적인 

식별정보, 대부거래정보 등)만 보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즉시 파기(5일 이내)하여야 하며,

     * (예) 학력, 직업․직위 등의 부가적인 신상 정보(다만, 이들 정보가 대부거래 및 관련서비스 제

공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마케팅 목적 정보 등 금융거래 및 관련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



Ⅱ. 대부업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227

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대부금융업권 가이드라인

1. 개요

 □ (목적)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수집․이용중인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히 파기하고, 계속

적인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안전한 보관방법 및 이용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대부(중개)업자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함

2. 세부 기준

  가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보관

 □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 20조의2)   

     *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마케팅 등 영업목적을 위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즉시(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 자사 고객에 대한 마케팅 이용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그 기간이내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이용가능. 다만,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상품 이용권유 등 마케팅 관련 고객의 

별도 수집･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를 위해 수집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우편주소)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 가능

     **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위해 수집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마케팅 관련 고객의 별도 수집･이용 

동의가 없다면 고객의 대출이 거절된 후 즉시(5일 이내) 또는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대부중개수수료 

지급업무가 종료된 후 즉시(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 제3자에 제공하는 마케팅 정보는 2년 이내로 이용을 제한하며, 2년 경과시 관련 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 채권․채무의 존재 확인, 대부거래의 진실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관이 불가피한 대부거래정보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법령에서 파기(또는 삭제)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에 즉시 파기

(또는 삭제) 하여야 함

     * (예) 신용정보법 제18조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

제하여야 함

 □ (1단계 보안조치)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필수적인 

식별정보, 대부거래정보 등)만 보관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즉시 파기(5일 이내)하여야 하며,

     * (예) 학력, 직업․직위 등의 부가적인 신상 정보(다만, 이들 정보가 대부거래 및 관련서비스 제

공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마케팅 목적 정보 등 금융거래 및 관련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

  ◦ 필요한 정보는 영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보관(3개월 이내)하여야 함

 □ (2단계 보안조치)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산원장에서 삭제

하여야 함 

  ◦ 법률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여 엄

격히 관리**하여야 함

     * (예)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필수정보,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모형 개발 정보, 채권․채무의 존재 확인을 

위한 거래내역 등

     ** (예) 개인신용정보를 별도 DB로 분리, 모든 내부직원의 접근을 제한하고 내부승인을 받은 

최소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리 등

  ◦ 1단계, 2단계 보안조치에 따라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엄격히 보관․관
리하여야 함

  나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파기

 □ 제3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필요 최소한”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도과시 제3자가 

파기를 의무화함

     *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이전된 회사를 

모두 포함

  ◦ 대부(중개)업자는 제3자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계약 체결시 구체적 기간과 파기 계획*을 명

시하고, 불이행시 페널티(손해배상, 재계약 금지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예) 파기대상 정보의 선정, 파기절차, 파기내역의 기록․보관, 파기결과에 대해 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 등

 □ 대부(중개)업자는 제3자의 이용기간이 도과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하여야 함

  ◦ 제3자의 CEO(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파기 확인서를 받도록 요청*하고 

     * 다만, 법령상 의무 준수, 공공기관의 소관업무 수행, 금융거래 등을 위하여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

    - 제3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파기확인서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행시 페널티 방안에 따

라 조치함

 □ 대부(중개)업자는 제3자 제공정보 관리실태를 CEO 등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228

  다   파기 방법

 □ 개인(신용)정보를 파기(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

록 파기하여야 함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개정 2015.9.11.>

  ◦ 전자적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

제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저장매체별 개인정보 파기방법

3. 기타

 □ 본 가이드라인은 ’15.5.1.부터 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적용

  ◦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따라 필요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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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기 방법

 □ 개인(신용)정보를 파기(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존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

록 파기하여야 함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개정 2015.9.11.>

  ◦ 전자적파일 :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삭

제 

  ◦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방법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저장매체별 개인정보 파기방법

3. 기타

 □ 본 가이드라인은 ’15.5.1.부터 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적용

  ◦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따라 필요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

대부거래 및 동 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 및 
마케팅 목적 정보 등은 모두 파기

학력 직업 직위 등 부가적인 신상정보도 파기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는 

접근권한을 분리 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

영업조직에 대하여는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

하고 불가피한 경우 내부승인을 받고 접근을 허용

고객의 주요 신상명세가 담긴 고객마스터 파일

을 전산원장에서 삭제 하고 별도의 

또는 로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

별도 분리한 고객마스터 파일은 법령준수 분쟁처리 수사 검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승인을 받고 처리하며

강화된 접근통제 방화벽 또는 별도의 사용자계정 등 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수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통제 

[참고] 

거래종료 후 보안조치 방법

가. 1단계 보안조치 : 거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2단계 보안조치 :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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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대부금융업권 가이드라인

1. 개요

 □ (목적) 주민번호를 과다하게 수집‧이용하는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

음)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주민번호 노출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함

 □ (적용범위) 대부업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2. 세부 기준

  가   대면 거래

 □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함

  ◦ 대부업자는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대부상품 계약서 등 대부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함

  ◦ 단, 법령상 규정 신설 등 주민번호 기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가능

  나   비대면 거래

 □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주민번호를 입력받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함

  ◦ 기존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객정보*를 이용함

     * (예) 고객번호 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

호 등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번호 이용을 최소화

   - 다만, 과도한 고객불편이 우려되거나, 고객 본인의 특정이 매우 곤란하여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 등에는 예외 가능 (이 경우 주민번호는 저장하지 아니함) 

  ◦ 대부업자는 고객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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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대부상품 계약서 등 대부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를 금지함

  ◦ 단, 법령상 규정 신설 등 주민번호 기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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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주민번호를 입력받는 경우는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함

  ◦ 기존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은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외한 고객정보*를 이용함

     * (예) 고객번호 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

호 등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번호 이용을 최소화

   - 다만, 과도한 고객불편이 우려되거나, 고객 본인의 특정이 매우 곤란하여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

한 경우 등에는 예외 가능 (이 경우 주민번호는 저장하지 아니함) 

  ◦ 대부업자는 고객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다   주민번호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16.1.1. 시행)에 따라 분실·도난·유통·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해야함

  ◦ 단, 암호화 적용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함 <개정 

2014.3.24.>

3. 기타

 □ 본 가이드라인은 ’15.5.1.부터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자 및 동 대부업자에게 고객 신분증 

사본을 밀봉상태로 단순 전달하는 대부중개업자(대부업법 제12조)에게 적용

  ◦ 다만, 대부중개업자가 고객 신분증 사본을 밀봉상태로 수령하여 대부업자에게 단순 전달하는 부분

은 ’14.8.7.부터 시행

  ◦ 추후 신용정보법 개정 등에 따라 필요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완

 □ 본 가이드라인은 시행 이후 신규 수집‧이용되는 주민번호에 대하여 적용하며,

  ◦ 주민번호 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준수함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232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 정보

를 정정․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신용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의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

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2.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중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를 말한다. 

  3.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를 말한다. 

  4. “개인신용평가”란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처리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4조(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의 방법으로 개

인신용평가를 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서면 또는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단,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요구할 수 없다.

  1.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2.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3.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제5조(금융회사 등의 설명) 금융회사 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4조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서면, 이메일(e-mail)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 “개인신용평가의 결과”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요구 시점에서 가

장 최근에 실시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로서,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

수(백분율 포함)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은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3.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는 제4조에 따라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

보주체 본인,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

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한 정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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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및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 정보

를 정정․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다시 신용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의 세부 운영방안을 정함

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2.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중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를 말한다. 

  3.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를 말한다. 

  4. “개인신용평가”란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처리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은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4조(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의 방법으로 개

인신용평가를 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서면 또는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단, 신청일 현재 여신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요구할 수 없다.

  1.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2.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3.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제5조(금융회사 등의 설명) 금융회사 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4조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서면, 이메일(e-mail)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1. “개인신용평가의 결과”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요구 시점에서 가

장 최근에 실시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로서,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

수(백분율 포함)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은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3.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는 제4조에 따라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

보주체 본인,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

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한 정보는 제

외할 수 있다.

제6조(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 등 요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

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초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

의 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금융회사 등에 제출할 수 있음)

제7조(금융회사 등의 설명 요구 거절 사유)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8조(시행일) 금융회사 등은 이 운영기준을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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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 운영 관련 금융회사 양식(예시)

1.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청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청서

1. 신용평가주체의 대응권 개요

   당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및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등을 

설명하여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하고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재산출함으로써 

고객의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은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당사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개인신용

평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정정․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요청 내용

           은(는) 귀 사의 상기 설명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①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신청인 희망 신용평가 결과 : 금융회사 안내를 받아 기재)

 ②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③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이메일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 □ / 동의 안 함 □)

                                                                       20   .    .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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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 운영 관련 금융회사 양식(예시)

1.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청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청서

1. 신용평가주체의 대응권 개요

   당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및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등을 

설명하여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정․삭제하고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재산출함으로써 

고객의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당사와 여신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고객은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당사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개인신용

평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정정․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요청 내용

           은(는) 귀 사의 상기 설명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① 개인신용평가의 결과 (신청인 희망 신용평가 결과 : 금융회사 안내를 받아 기재)

 ②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③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이메일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 □ / 동의 안 함 □)

                                                                       20   .    .     .
                                                                     

                                                                     (서명/인)

2.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안내서

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서

  귀하가 xxxx년 oo월 △△일 당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함에 따라 귀하에 대한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의 기준 및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

  - 평가 기준 시점 : 20◊◊년 △월 ○일(대출 등 여신계약 시점)

  - 평가 대상 : 대출상품 명 등 기재

  -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귀하의 신용등급은    등급중     등급입니다. 

    단, 동 평가 결과는 당사의 내부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로서 타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

회사에서 평가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귀하의 신용평점은     점중     점으로 상위       

%에 해당합니다. 단, 동 평가 결과는 당사의 내부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로서 타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

 ① 식별정보(반영비중       %)

구 분 내 용 입수 경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이하 생략)

 ② 거래내용판단정보(반영비중       %)

  ․대출정보

기관명 개설일 만기일 금액 입수 경로

 ․신용카드 개설 정보

기관명 개설일 만기일 입수 경로

 ③ 신용도판단정보(반영비중       %)

 ․채무불이행정보

발생기관 발생일 해제일 등록금액 연체금액 입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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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에서 계속)

 ․ 단기연체정보

발생기관 발생일 연체일 연체금액 입수 경로

 ․ 금융질서문란정보

발생기관 발생일 사유 입수 경로

④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반영비중       %)

종류 금액 기준일 입수 경로
소득정보
기타 자산

(이하 생략)

⑤ 기타 정보(반영비중       %)

․ 공공정보

발생기관 발생일 등록금액 등록사유 입수 경로

※ 작성 요령

 (1) 상기 양식은 예시로서 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 구분별(식별정보, 거래내용판단정보, 신용도판단

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기타정보) 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정보에 대해 세부 항목 및 

입수 경로를 안내(다만, 신용정보의 구분, 세부 정보 및 세부 공개항목은 협회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입수 경로는 당사 자체입수,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조회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중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 NICE평가정보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중 해당되는 경로를 안내

2.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안내하고 없으면 본란 삭제)

해당 금융회사에서 작성

(통신요금 납부실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 등)

                                                            20   .    .     .
                                                                     

                                             ○○금융회사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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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에서 계속)

 ․ 단기연체정보

발생기관 발생일 연체일 연체금액 입수 경로

 ․ 금융질서문란정보

발생기관 발생일 사유 입수 경로

④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반영비중       %)

종류 금액 기준일 입수 경로
소득정보
기타 자산

(이하 생략)

⑤ 기타 정보(반영비중       %)

․ 공공정보

발생기관 발생일 등록금액 등록사유 입수 경로

※ 작성 요령

 (1) 상기 양식은 예시로서 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 구분별(식별정보, 거래내용판단정보, 신용도판단

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기타정보) 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정보에 대해 세부 항목 및 

입수 경로를 안내(다만, 신용정보의 구분, 세부 정보 및 세부 공개항목은 협회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입수 경로는 당사 자체입수,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조회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동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중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 NICE평가정보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중 해당되는 경로를 안내

2.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안내하고 없으면 본란 삭제)

해당 금융회사에서 작성

(통신요금 납부실적,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 등)

                                                            20   .    .     .
                                                                     

                                             ○○금융회사 대표이사 △△△

3.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재평가 요구서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1.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제도 안내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기준 및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정정․
삭제 및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재산출할 것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초정보가 당사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CB)로부터 

수집한 타 금융회사의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정정․삭제를 요청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는(은)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과 관련하여 귀 사의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기초정보중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닌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합니다.

구 분 현행 정보 정정 또는 삭제 내용

식별정보

신용거래내용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기타 정보

3. 다음과 같이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본란 삭제)

정보명 세부 내용

건강보험 납부실적 ’xx년 x월 x일～’◊◊년 ◊월 ◊일까지 연체없이 납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4. 상기 오류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고,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재산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붙 임 : 증빙자료

                                                            20   .    .     .

                                             (서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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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 서설

    이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은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 포함)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중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법인에 대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준수,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

공 및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선진화된 회계처리 방식의 도입 등을 위해 일반기업회계기

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셨다면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대부업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금

융위원회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 및 소형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대부업자의 회계처리에 적

합하지 않은 내용은 각자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업활동이 비슷한 대부업자간에도 회계처리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의 비

교가능성,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들간 자유로운 협의로 동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습니다. 회원사들의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결산월

    결산월은 12월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적용 후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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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 서설

    이 대부업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은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 포함)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중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법인에 대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준수, 회계정보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

공 및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선진화된 회계처리 방식의 도입 등을 위해 일반기업회계기

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셨다면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대부업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금

융위원회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 및 소형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대부업자의 회계처리에 적

합하지 않은 내용은 각자 자율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업활동이 비슷한 대부업자간에도 회계처리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의 비

교가능성,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들간 자유로운 협의로 동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습니다. 회원사들의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결산월

    결산월은 12월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적용 후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

2

재무상태표표 계정과목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에서의 대부업체의 재무상태(financial position)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기본 재무제표중의 하나이다.

    대부업체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배열은 대분류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성격에 따라 상대

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분류 과목내의 계정과목 배열

은 업무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는 상대적 유동성 배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대부업체의 업무특성상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가 가까운 장래에 회수되거나 상환되기 

때문에 유동성 기준외의 거래의 성격을 감안하여 배열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

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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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  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가 획득했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원”등으로 

정의되며, 대부업체의 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

류한다.

1. 현금 및 예치금

 가. 현  금

   ◦ 통화(지폐, 동전)와 통화대용증권(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

서 등)을 처리한다.

   ※ 현금계정은 모든 입출금내역이 종합 집계되는 총괄계정으로 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

은 자산이다. 현금계정은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매일 잔액의 일치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현금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가

수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되 단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여 정당계정으로 정

리하여야 한다.

 나. 예치금

   ◦ 소비임치계약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당좌예치금, 보통

예치금, 정기예치금, 적금예치금, 금전신탁, 당좌개설보증금, CD(양도성예금증서), 

CMA(종금 어음관리계좌), MMDA(은행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종금사 발행어

음 등으로 구분한다.

2. 유가증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 의  의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적정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

서 거래되거나 투자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예 :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지분법 적용투자주식중 하나로 분류한다.

     -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 국채, 공채, 사채, 전환

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단

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유가증권의 분류기준

     - 유가증권은 취득시의 실제적인 보유의도와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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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자  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가 획득했거나 통제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원”등으로 

정의되며, 대부업체의 자산은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고정자산, 기타자산으로 분

류한다.

1. 현금 및 예치금

 가. 현  금

   ◦ 통화(지폐, 동전)와 통화대용증권(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당좌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

서 등)을 처리한다.

   ※ 현금계정은 모든 입출금내역이 종합 집계되는 총괄계정으로 자산 중 가장 유동성이 높

은 자산이다. 현금계정은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매일 잔액의 일치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현금의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가

수금 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되 단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여 정당계정으로 정

리하여야 한다.

 나. 예치금

   ◦ 소비임치계약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당좌예치금, 보통

예치금, 정기예치금, 적금예치금, 금전신탁, 당좌개설보증금, CD(양도성예금증서), 

CMA(종금 어음관리계좌), MMDA(은행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종금사 발행어

음 등으로 구분한다.

2. 유가증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 의  의

     -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적정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

서 거래되거나 투자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예 :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 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지분법 적용투자주식중 하나로 분류한다.

     -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 국채, 공채, 사채, 전환

사채, 자산유동화채권 등)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단

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 유가증권의 분류기준

     - 유가증권은 취득시의 실제적인 보유의도와 능력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

4

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분류기준>

    

   ◦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및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등에서(시장성이 있는 유

가증권 시장)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

다.

   ◦ 유가증권의 분류제한

     - 당해연도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만기일전에 매도하였거나 발행자에

게 중도상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를 매도가능증권

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유중이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모든 채무증권은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음.

      

<만기보유증권 분류제한에 대한 예외>

  1. 만기의 잔여기간 및 중도상환권 행사일까지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이 없을 시)

  2. 채무증권의 액면가액 거의 대부분(예:85%)을 회수한 후에 그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3. 채무증권 발행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4. 법규 등의 변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매도하는 경우

  5. 중요한 기업결합 또는 주요 사업부문의 매각이 있을 때 기존의 이자율 

     위험관리 또는 신용위험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6.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비반복적인 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그 채무증권

     을 매도하는 경우

     -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목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유가증권과목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

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함.

     -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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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음.(분류제한 부분 참고)

     ※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

경함.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단,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과 취득부

대비용의 합계액 범위내

       ·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처리

       · 제공한 대가인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산정

         ※ 취득부대비용 : 대리인 또는 중개인 수수료,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 포

함(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 제외)

       ·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상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이에 대한 조정

후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상각후취득원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 상각후 취득원가 :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중 시장성

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

한다.

   ◦ 공정가액의 측정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재무상태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

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직전영업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

정가액을 추정하며, 일시적 거래중지 유가증권의 경우 위의 단서이하 내용을 적용

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 이러한 측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거나 채무증권의 발

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예 : 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의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의 시장

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공정가액의 변동

     - 단기매매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전 장부가액과의 차이, 즉 미실현보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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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분류변경 할 수 있음.(분류제한 부분 참고)

     ※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

경함.

   ◦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단,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과 취득부

대비용의 합계액 범위내

       ·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처리

       · 제공한 대가인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추정하여 산정

         ※ 취득부대비용 : 대리인 또는 중개인 수수료,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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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보유증권은 취득원가와 만기상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이에 대한 조정

후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상각후취득원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 상각후 취득원가 :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중 시장성

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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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재무상태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

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직전영업일의 종가에 적절히 반영하여 공

정가액을 추정하며, 일시적 거래중지 유가증권의 경우 위의 단서이하 내용을 적용

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 이러한 측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이용하거나 채무증권의 발

행기업과 유사한 특성(예 : 신용위험)을 가진 기업의 시장성 있는 채무증권의 시장

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과,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공정가액의 변동

     - 단기매매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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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은 당기손익항목(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 매도가능증권

       ·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전 장부가액과의 차이, 즉 미실현보유손

익은 자본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

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 처리한다.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 유가증권의 회수예상가액(추정한 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손상차손은 당기손익 항목(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만기보유증권손상차

손)으로 처리한다.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1.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

업중인 경우,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2.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채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4.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감액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6.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7.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재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9. 기타 1~8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

     - 만기보유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로 인식하는 금액은 유가증권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

율로 할인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회수가능금액)와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이다. 재

무상태표의 만기보유증권 가액은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한 후의 회수가능금액으로 표

시한다.

   ◦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환입

     - 매도가능증권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 채무자의 신용

등급 향상)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

이익항목(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처리 한다.

     - 만기보유증권

       · 손상차손은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항목(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으로 처리하되, 회복후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246
7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주식

   ◦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나타내는 소유

권 주식인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뮤츄얼펀드

(Mutual Fund) 투자액도 주식으로 처리한다.

 나. 회사채

   ◦ 회사채는 기업이 비교적 장기의 거액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발행조

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보증 및 담보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일반사채) 및 담보부 사채, 무담보사채등으로 분류되며, 금리결정방법에 따라 확정이자부

사채 및 변동금리부사채로, 이익참가형태에 따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 회사채의 모집방법에는 공모(公募)와 사모(私募)의 방법이 있는데 공모는 증권거래법

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모집하는 방법이며, 사모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소수인에 대하여 직접 모집하는 방법이다.

   ◦ 사모채의 경우 정보의 공시의무(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가 면제되고 유통성이 제약된

다는 점이 공모채와 다르며 이를 대부업자가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유가

증권 내의 회사채가 아닌 대출채권(기타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

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 수익증권

   ◦ 수익증권이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으

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 등)가 발행한다.

   ◦ 통상 수익증권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하는데 주식형은 신탁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형은 신탁자산 총액의 60%이상 채권에 투자

하나 주식은 편입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혼합형은 주식형 및 채권형 이외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회사 등이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기업어

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고 주식은 편

입하지 않는 초단기 금융상품

 라. CP(기업어음)

   ◦ CP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대부분 종금사가 이를 할인매입한 

후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며 종금사의 지급보증여부에 따라 담보부 기업

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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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주식

   ◦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으로 발행회사에 대한 소유권·지분을 나타내는 소유

권 주식인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말하며,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뮤츄얼펀드

(Mutual Fund) 투자액도 주식으로 처리한다.

 나. 회사채

   ◦ 회사채는 기업이 비교적 장기의 거액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발행조

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보증 및 담보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일반사채) 및 담보부 사채, 무담보사채등으로 분류되며, 금리결정방법에 따라 확정이자부

사채 및 변동금리부사채로, 이익참가형태에 따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으로 구분된다.

   ◦ 회사채의 모집방법에는 공모(公募)와 사모(私募)의 방법이 있는데 공모는 증권거래법

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모집하는 방법이며, 사모는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소수인에 대하여 직접 모집하는 방법이다.

   ◦ 사모채의 경우 정보의 공시의무(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가 면제되고 유통성이 제약된

다는 점이 공모채와 다르며 이를 대부업자가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경우에는 유가

증권 내의 회사채가 아닌 대출채권(기타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

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 수익증권

   ◦ 수익증권이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으

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 등)가 발행한다.

   ◦ 통상 수익증권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하는데 주식형은 신탁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형은 신탁자산 총액의 60%이상 채권에 투자

하나 주식은 편입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혼합형은 주식형 및 채권형 이외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 MMF(Money Market Fund)

          투자신탁회사 등이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기업어

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고 주식은 편

입하지 않는 초단기 금융상품

 라. CP(기업어음)

   ◦ CP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으로 대부분 종금사가 이를 할인매입한 

후 기관이나 일반투자자에게 다시 매출하며 종금사의 지급보증여부에 따라 담보부 기업

어음과 무담보부 기업어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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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시장을 통하여 매입한 CP(공모)를 처리한다.

      ※ 상기 외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CP(사모)는 대출채권으로 회계(분류)처리

 마. 기타단기매매·기타매도가능·기타만기보유증권

   ◦ 상기의 주식, 회사채, 수익증권, CP에 해당하지 않는 유가증권을 처리한다.

   ◦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예금(Equity Linked Deposit)등을 

처리한다.

3. 대출채권

   ◦ 대출채권은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

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발생시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가. 대출금

   (1) 할인어음

     - 할인어음이란 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방식으로 매입

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어음을 담보의 성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할인어음계정이 아닌 해당 대출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할인의 대상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한 상업어음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기발행어음(융통어음)의 할인도 가능하며, 할인기간은 대상어음의 

만기일 내에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어음의 지급기일이 한도거래 약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할인시점이 약정기

한 이내인 경우 취급 가능하다.

      <회계처리 예시>

       ◆ 할인매입시

(차) 할인어음 xxx (대) 현  금    xxx

    어음할인료 xxx

       ◆ 결산시

(차) 어음할인료 xxx (대) 선수수익 xxx

       ◆ 만기회수시

           - 평일의 처리

             · 지급기일 제 1영업일 전에 어음을 추심의뢰 할 경우

(차) 보통예치금 xxx (대) 가수금 xxx

             · 익일 결제완료시

(차) 가수금 xxx (대) 할인어음 xxx

           - 결산일의 처리

             · 지급기일 제1영업일 전에 추심의뢰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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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예치금에 입금되더라도 회계처리 없음.

             · 익일 결제완료시

(차) 보통예치금 xxx (대) 할인어음 xxx

   (2) 신용대출

     - 순수신용,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 등으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한다.

   (3) 담보대출

     - 아파트 등 부동산, 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한다.

     - 오토(자동차)담보의 경우 담보대출로 처리한다.

   (4) 기타대출채권

     -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금으로서 실질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 등을 처리

한다.

 나. 매입채권(외부양수채권)

   ◦ 대출이 아닌 매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채권으로 분류한다. 담보 

유무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정상 및 부실여부와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양수한 모든 채권을 의미한다)

 다.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이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

여 자산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대손충당금 계정은 대출금 등

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말 현재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대

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 대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를 대손발생시로 

인식한다면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대출채권 금액도 순실현가능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므로 대

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대출채권의 순실현가액 평가 및 각 회계기간별 적정한 손익의 

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출채권에 있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해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4.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실물자산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장기간(보통 1년이상초과) 사용하기 위

하여 소유하는 업무용자산을 처리하며,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동산, 건설중인 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업무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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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예치금에 입금되더라도 회계처리 없음.

             · 익일 결제완료시

(차) 보통예치금 xxx (대) 할인어음 xxx

   (2) 신용대출

     - 순수신용, 인적보증(개인지급보증, 연대보증) 등으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한다.

   (3) 담보대출

     - 아파트 등 부동산, 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금을 처리한다.

     - 오토(자동차)담보의 경우 담보대출로 처리한다.

   (4) 기타대출채권

     -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대출금으로서 실질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 등을 처리

한다.

 나. 매입채권(외부양수채권)

   ◦ 대출이 아닌 매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매입채권으로 분류한다. 담보 

유무에 따라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정상 및 부실여부와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양수한 모든 채권을 의미한다)

 다.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이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

여 자산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며, 대손충당금 계정은 대출금 등

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말 현재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대

손의 추산액을 공제하여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계정이다.

   ◦ 대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를 대손발생시로 

인식한다면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수익·비용 대응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대출채권 금액도 순실현가능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므로 대

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대출채권의 순실현가액 평가 및 각 회계기간별 적정한 손익의 

계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 현재가치할인차금(-)

   ◦ 대출채권에 있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해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4.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실물자산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장기간(보통 1년이상초과) 사용하기 위

하여 소유하는 업무용자산을 처리하며,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동산, 건설중인 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업무용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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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  지

     - 영업소, 사택, 연수원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토지

를 처리하는 계정이며, 토지는 물리적 파괴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매입가격에 매입부대비용(제수수료, 등기료, 취득

세, 중개인수수료 등), 가공비, 개량비 등을 포함한다.

   (2) 건  물

     - 업무용 건물(토지에 정착된 건조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그 일부인 부

속설비(부속건물과 냉·온방설비, 전기설비, 통풍배관설비, 조명, 승강기설비 등)를 

처리하는 계정이며, 건물의 취득가액은 매입대금에 매입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매

입수수료, 건물 취득시 전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퇴거료 등) 및 이용을 위한 수리비용 

등을 합산한다.

     - 그리고 수선에 따른 자본적지출은 건물가액으로 합산하며, 수익적지출은 당해연도의 비용

으로 처리하는 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

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

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건물은 상각자산이므로 매

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

  <자본적 지출>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온방 장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

의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전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자본적 지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것

   (3) 차량운반구

     - 자동차·버스 및 이륜차 등 육상운반구 등을 처리한다.

   (4) 동   산

     - 전산기기, 금고, 방송시설, 냉난방, 객장, 비품(서화, 조각품, 골동품 포함), 기계장치와 

부속설비, 공구와기구 등을 처리한다.

   (5)기타의 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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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이외의 유형자산을 처리한다.

 다. 비업무용자산

   (1) 비업무용자산

     - 대출금 회수를 위해 유입 취득한 유입부동산 등 업무용자산 이외의 고정자산을 처리하

며, 비업무용토지, 비업무용건물, 비업무용동산으로 구분한다.

   (2) 기타 비업무용자산

     - 상기 이외의 비업무용자산을 처리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중 유가증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처리한다.(예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라. 감가상각누계액(-)

   ◦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토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누계액을 처리한

다.

   ◦ 감가상각이란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유형고정자산(토지 제외)의 원가를 그 

자산의 사용에 의해 효익을 제공받는 기간에 걸쳐 내용연수 동안 취득원가를 체계적이

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기비용 처리하고 자산의 금액을 그 만큼 차감시켜 나

가는 절차를 말한다.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5. 기타자산

 가. 무형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 무형자산은 정상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

별가능하고 대부업체가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영업권, 창업권, 개발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1) 영업권

     - 영업권이란 미래에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권리로서 유상으로 취득

한 것만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462조제6

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따라서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합병, 영업양수, 전세

권 취득 등을 처리한다.

   (2) 기타의 무형자산

     - 상기 항목외의 무형자산을 처리한다.

 나. 보증금

   ◦ 부동산 임차계약, 전화청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보증금(전세금, 전신전화 가입금,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등)을 처리한다.

 다. 미수금

   ◦ 대부업체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미수채권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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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수수익

   ◦ 결산시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대출금이자 등 수입이 확실하고 기간계산이 가능한 당

기분 수입이자의 기말 미수액을 처리한다.

   ◦ 미수수익은 실제로 현금이 수입되지는 않았으나 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익으로 계

상함이 타당한 부분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킴으로써 기간손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결산

정리 계정이며,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해당 손익계정으로 환원기표 한다.

   ◦ 대출채권의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성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미수수익으로 인식한다.

     ※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차이

구  분 미  수  금 미 수 수 익

채권의 발생 형태
계약의 이행, 법적권리의 

확정에 따라 발생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

채권의 확정여부 확정채권 미확정 채권

상대계정
대부분 자산계정이나 

수익계정도 가능
수익계정

 마. 선급비용

   ◦ 결산시 당기에 지급한 비용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처리하며, 미경과기간 해당액

을 당해 비용항목 금액에서 차감 보정한다.

   ◦ 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아직 제공되지 않

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로서 단기간내에 비용화되는 것을 말하며, 선급된 보험료, 

임차료, 지급이자, 수선비 등이 있고,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해당 손익계정으로 환원기표

한다.

 바. 선급금

   ◦ 자산취득 등을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을 처리한다.

 사. 이연법인세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

야 할 금액이 기업회계의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를 처리한다.

   ◦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손익계산서상에 인식된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를 이연법인

세라 하며, 실제로 내야하는 법인세가 손익계산서상 인식된 법인세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적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로 하

여 부채로 계상한다.

      <회계처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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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비용(기업회계상 비용) < 법인세부담액(세법상 부담액)

          ⇒ 기업회계상 보다 세법상 부담액이 많으므로 선급비용 성격으로 이연법인세자산으

로 계상

(차)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xxx

xxx

(대) 미지급법인세 xxx

       ◆ 법인세비용(기업회계상 비용) > 법인세부담액(세법상 부담액)

          ⇒ 기업회계상 보다 세법상 부담액이 적어 추후에 납부해야 하므로 미지급비용 성격

인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

(차) 법인세비용 xxx (대)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

xxx

xxx

 아. 파생상품자산

   ◦ 주식,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로 하는 파생금융자산 이외의 기타 파생상품자산을 처리한

다.

 자. 기타 잡자산

   (1)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를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흔히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 자금유용, 부실거래은닉 기

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제11조에서는 “가지급 등의 미결

산항목은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

지급금 잔액이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

고 있다.

     - 가지급금(가수금도 같음)으로 처리한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당계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가지급계정으로 처리하는 예로는 일반가지급금으로서 경비관련 지출, 출납 

부족금, 사고피해 및 그 수습비, 외부에 대한 일시 대급금, 임차계약금 등 기타 지출

이 있다. 여신성가지급금으로서는 채권보전상 소송비 기타 법적절차비, 담보물건관계 

화재보험료 대급금 및 제세공과금 등이 있다.

     - 여신성가지급금은 채권보전, 법적절차 및 회수절차상 부득이한 지출로서 향후 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여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약정 등과 같은 확정 계정처리

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이다.

   (2) 종업원대여금

     -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사고금정리대출 등 당해 대부업체 직원에 대한 대출금을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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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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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지급금은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지급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를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될 때까지 지급금액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다. 그러나 가지급금은 흔히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 자금유용, 부실거래은닉 기

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제11조에서는 “가지급 등의 미결

산항목은 그 성질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

지급금 잔액이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

고 있다.

     - 가지급금(가수금도 같음)으로 처리한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당계정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가지급계정으로 처리하는 예로는 일반가지급금으로서 경비관련 지출, 출납 

부족금, 사고피해 및 그 수습비, 외부에 대한 일시 대급금, 임차계약금 등 기타 지출

이 있다. 여신성가지급금으로서는 채권보전상 소송비 기타 법적절차비, 담보물건관계 

화재보험료 대급금 및 제세공과금 등이 있다.

     - 여신성가지급금은 채권보전, 법적절차 및 회수절차상 부득이한 지출로서 향후 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여신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차주의 상환약정 등과 같은 확정 계정처리

를 할 수 없는 성격의 지출이다.

   (2) 종업원대여금

     -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사고금정리대출 등 당해 대부업체 직원에 대한 대출금을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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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도품

     - 장부, 인쇄물, 잡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지급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통상 금융기관에

서는 통장, 증서류, 제장표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이를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용도품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사용할 때마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4) 공탁금

     - 채무이행의 보증, 경매참가를 위한 매수보증금,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시 법원에 납

부하는 금액 등을 처리한다.

   (5) 선급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액, 원천징수세액 등 법인세 선급액을 처리한다. 기중에 원천납부한 금액

과 중간예납한 금액의 합계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금액, 즉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될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재무상태표상 선급법인세

계정으로 계상하고, 신고납부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미지급법인세계정으로 

계상한다. 단, 당기분이 아닌 전기이전분의 법인세추납액은 영업외비용의 잡손실계정으로 

처리한다.

   (6) 기타잡자산

     - 상기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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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  채

부채는 회계의 주체가 과거거래 등의 결과로 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경제적 

의무로서 예수금, 차입금,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1. 차입금

   ◦ 차입형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후에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차입형태에 따라 차입금, 사채 등으로 구분한다.

 가. 차입금

   (1) 금융기관차입금

     - 은행 등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장단기차입금을 처리한다. 

   (2) 일반차입금

     - 금융기관차입금을 제외한 일반 법인, 개인 차입금을 처리한다. 대부업 차입금도 포함한

다.

 나. 사  채

   ◦ 대부업체는 공모사채를 발행하지 않아 사모사채를 발행한 경우 동 발행금액을 처리한다.

 다.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조건에 따라 액면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채의 표시

(액면)이자율과 시장(유효)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채권발행회사

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써 시장이

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며, 동 계정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채권기간에 

배분되도록 상각처리하고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라. 사채할증발행차금(+)

   ◦ 사채를 할증 발행하는 경우, 즉 채권발행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많

은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 시장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채 발행형태 따른 발행차금 관계>

발행형태 금액관계 이자율관계
사채발행

차금
채권발행자의 이자비용

할인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사채할인

발행차금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 채권할인발행차금

액면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할증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사채할증

발행차금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 채권할증발행차금

2. 기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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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부  채

부채는 회계의 주체가 과거거래 등의 결과로 미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경제적 

의무로서 예수금, 차입금, 기타부채로 분류한다.

1. 차입금

   ◦ 차입형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일정기간 후에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를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차입형태에 따라 차입금, 사채 등으로 구분한다.

 가. 차입금

   (1) 금융기관차입금

     - 은행 등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장단기차입금을 처리한다. 

   (2) 일반차입금

     - 금융기관차입금을 제외한 일반 법인, 개인 차입금을 처리한다. 대부업 차입금도 포함한

다.

 나. 사  채

   ◦ 대부업체는 공모사채를 발행하지 않아 사모사채를 발행한 경우 동 발행금액을 처리한다.

 다. 사채할인발행차금(-)

   ◦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조건에 따라 액면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채의 표시

(액면)이자율과 시장(유효)이자율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채권발행회사

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써 시장이

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하며, 동 계정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채권기간에 

배분되도록 상각처리하고 동 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라. 사채할증발행차금(+)

   ◦ 사채를 할증 발행하는 경우, 즉 채권발행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채권의 액면가액보다 많

은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으로 시장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채 발행형태 따른 발행차금 관계>

발행형태 금액관계 이자율관계
사채발행

차금
채권발행자의 이자비용

할인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사채할인

발행차금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 채권할인발행차금

액면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할증발행
액면가액 <

발행가액

표시이자율

>시장이자율

사채할증

발행차금

총이자비용 = 현금으로 지급될 

이자액 - 채권할증발행차금

2. 기타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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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퇴직급여충당금

   ◦ 장래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결산시 적립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퇴직

급여는 임·직원의 노동력의 대가의 성격으로 그 재직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부담

시켜 기간손익을 적정화하기 위해 설정되는 충당금이다.

   ◦ 퇴직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하고, 확정기여제도에서

는 비용으로, 확정급여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

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를 설정한

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실제 임·직원의 퇴직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명예퇴직금의 경우 일반퇴직금과는 달리 근속기간 이외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금

   ◦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지급채무(미지급비용제외)로 특정계약 등에 의

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중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미지급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다. 미지급비용

   ◦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부담해야 할 이자 및 비용 중 기중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처리하

는 결산계정으로 자산계정의 미수수익계정과는 달리 모든 미지급이자 등을 전액 당기비용으

로 계상하며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손익계정으로 대체 환원 기표한다.

※ 미지급비용의 보정방법

  - 기말일 현재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예적금이자, 지급이

자, 재할인어음이자, 콜머니이자, 일반관리비 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 금액을 합산하여 모두 당기 부담비용으로 처리한다.

     · 계금, 부금 및 적금의 이자

        납입된 계금, 부금 및 적금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액(특별이자 제외).

        다만, 부금납입 유예대출 관련 부금을 포함하여 월부금을 3회이상 납입

하지 않는 계좌는 중도해지계좌로 보고 기말일까지의 중도해지이자액

     · 보통예금, 정기예금(복리식정기예금 포함), 근로자장기저축, 가계장기저

축, 근로자우대저축, 차입금(콜머니 포함)의 이자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 계산한 기간 경과분 미지급이자액

     · 일반관리비 등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한 기간경과분 미지급액

 라. 선수수익

   ◦ 선수수익은 자산계정의 선급비용계정과 같이 결산보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계정으로 결산

시 당기에 수입한 수익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 수익(대출금이자, 수입임대

료 등)을 처리하며,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해당 손익계정으로 환원기표 한다.

 마. 수입보증금

   ◦ 계약보증금, 임대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수입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바. 이연법인세부채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일시적인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의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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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처리한다.

       ⇒ 자산계정의 “이연법인세자산” 해설 참조

 사. 파생상품부채

   ◦ 주식,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부채 이외의 기타 파생상품부채를 처리한

다.

 아. 기타 잡부채

   (1) 가수금

     -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 처리가 어려울 때 정당과목이나 금액

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가수금 처리후 6월 이내에 정당계정

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 출납잉여금, 업무용·비업무용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매각내입금, 할인어음 등 

추심금 일시내입 등

   (2) 수입제세

     - 수입제세는 이자, 배당, 급여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 등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

   (3) 미지급법인세

     - 당기에 부담할 법인세 등의 미납부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결산시에 당해 사업연도와 

추산 법인세액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액과 원천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처리한

다.

   (4) 국민연금전환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갹출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을처리

하였던 계정이나 퇴직전환금제도가 1994.4.1.부터 폐지됨에 따라 퇴직금지급시에는 제

도폐지 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전환금을 지급한다.

   (5) 퇴직보험예치금(-)

   ◦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서 적립하는 경우의 

보험료 납입액을 처리한다.

   (6) 기타파생상품부채

   ◦ 주가지수선물·옵션 이외의 파생상품중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기타의 파생상품을 처리한다.

   (7) 기타잡부채

     -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를 처리한다.

 자. 기타부채성충당금

   ◦ 기타부채성충당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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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처리한다.

       ⇒ 자산계정의 “이연법인세자산” 해설 참조

 사. 파생상품부채

   ◦ 주식,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부채 이외의 기타 파생상품부채를 처리한

다.

 아. 기타 잡부채

   (1) 가수금

     - 처리할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 처리가 어려울 때 정당과목이나 금액

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  가수금 처리후 6월 이내에 정당계정

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 출납잉여금, 업무용·비업무용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의 매각내입금, 할인어음 등 

추심금 일시내입 등

   (2) 수입제세

     - 수입제세는 이자, 배당, 급여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법인세 등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까지 처리하는 계정이다.

   (3) 미지급법인세

     - 당기에 부담할 법인세 등의 미납부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결산시에 당해 사업연도와 

추산 법인세액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액과 원천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처리한

다.

   (4) 국민연금전환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갹출료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퇴직금전환금을처리

하였던 계정이나 퇴직전환금제도가 1994.4.1.부터 폐지됨에 따라 퇴직금지급시에는 제

도폐지 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전환금을 지급한다.

   (5) 퇴직보험예치금(-)

   ◦ 단체퇴직보험과 종업원퇴직신탁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서 적립하는 경우의 

보험료 납입액을 처리한다.

   (6) 기타파생상품부채

   ◦ 주가지수선물·옵션 이외의 파생상품중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기타의 파생상품을 처리한다.

   (7) 기타잡부채

     -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를 처리한다.

 자. 기타부채성충당금

   ◦ 기타부채성충당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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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한다.

 가. 보통주자본금

   ◦ 특별한 권리 내용이 없는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본금을 처리한다.

 나. 우선주자본금

   ◦ 보통주에 비해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

본금을 처리한다.

2. 자본잉여금

   ◦ 자본이영금은 주금의 납입과 환급 등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으로 손익거래에서 발

생한 이익잉여금과 구분되며, 자본전입이나 결손보전의 목적으로만 처분이 가능하다.

 가.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신주발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처

리하는 계정이다. 반면,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주식

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한다.

 나. 기타자본잉여금

   ◦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기타 자본잉여금을 

처리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차감하고 그 잔

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다.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차액(평가액 - 장부가액)을 처

리한다. 자산재평가법 제41조에서는 2000.12.31.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만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자본조정

   ◦ 자본조정이란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경제적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동 자산의 증감에 대응

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 성격의 자본계정을 말하며, 주식할인발행차

금, 자기주식,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기타 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주식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그 취득경위·향후 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자기주식이란 기 발행주식중 발행회

사가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사외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청구권 및 유무상 증자시 신주를 인수할 권리도 없

다.

   ◦ 자기주식처분손익 회계처리방법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중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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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

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결손금처리 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액면금액과 실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처

리하는 계정으로 주식을 액면발행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비가 발생하면 주식할인발행

차금으로 계상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면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3년 이

내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1년내 일시상각 또는 2년간 균등 상각도 가능

하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 연도에 이

우러하여 상각할 수 잇다. 또한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에 관계

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신주발행비의 회계처리

           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신주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현행은 주식의 발

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에직접 가감하여 조정된다.

 다. 기타자본조정

   ◦ 기타자본조정 항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처리한

다.

4.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동 평가손익은 배당이 곤란한 보유손익

으로 보아 사외유출 할 수 없도록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당해 매도가능증

권의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손실)에 차감(부가)하여야 한다.

 나. 기타

   ◦ 상기 이외의 항목 등을 처리한다.

5.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중 사내에 유보 또는 축적된 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는 자본잉여금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

   ◦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결손금보전에 따른 이입액 등으로 증가하며, 

당기순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배당금의 지급에 의해 감소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4장 “보고기한후사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계정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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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계상된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

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결손금처리 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액면금액과 실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처

리하는 계정으로 주식을 액면발행하는 경우에도 신주 발행비가 발생하면 주식할인발행

차금으로 계상한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면 주식발행연도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3년 이

내의 기간을 상각기간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1년내 일시상각 또는 2년간 균등 상각도 가능

하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이후 연도에 이

우러하여 상각할 수 잇다. 또한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순서에 관계

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신주발행비의 회계처리

           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신주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현행은 주식의 발

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에직접 가감하여 조정된다.

 다. 기타자본조정

   ◦ 기타자본조정 항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처리한

다.

4.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동 평가손익은 배당이 곤란한 보유손익

으로 보아 사외유출 할 수 없도록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당해 매도가능증

권의 처분시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손실)에 차감(부가)하여야 한다.

 나. 기타

   ◦ 상기 이외의 항목 등을 처리한다.

5.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중 사내에 유보 또는 축적된 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는 자본잉여금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 처분이 가능하다.

   ◦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결손금보전에 따른 이입액 등으로 증가하며, 

당기순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배당금의 지급에 의해 감소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4장 “보고기한후사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계정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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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내용

        -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 결과를 반영

한 후의 금액으로 하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미지급배당금은 기타부채의 

잡부채중 미지급배당금 계정에,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조정의 미교부주식배당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음.

 가. 이익준비금

   ◦ 상법 제458조에서는 매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나. 기타이익잉여금

   ◦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배당준비금, 임의적립금을 말한

다.

 다. 처분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서 제24장 “보고기한후사건”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용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처분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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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부업체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로서 

기본 재무제표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경영성과의 의미는 경영성적을 뜻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수익의 산정, 일정기간의 

비용의 산정, 순손익의 결정이라는 세가지 과정이 포괄된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 당기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

    나. 수익력을 판단할 수 있고, 미래의 순이익흐름을 예측

    다. 경영계획,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

    라. 경영분석의 중요자료(특히 수익성 지표)

    마.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업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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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대부업체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로서 

기본 재무제표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경영성과의 의미는 경영성적을 뜻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수익의 산정, 일정기간의 

비용의 산정, 순손익의 결정이라는 세가지 과정이 포괄된 것이다.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 당기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 측정

    나. 수익력을 판단할 수 있고, 미래의 순이익흐름을 예측

    다. 경영계획, 배당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자료

    라. 경영분석의 중요자료(특히 수익성 지표)

    마. 경영자의 경영능력, 경영업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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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수  익

1. 영업수익

 가. 이자수익

   (1) 예치금이자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자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처리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자

     - 단기매매증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자를 처리한다. 유가증권을 만기전에 매각하는 경우 보

유기간동안의 이자수입액을 처리하되 매매손익과 상계하지 않는다.

   (3) 매도가능증권이자

     - 매도가능증권 보유에 다른 수입이자를 처리한다

   (4) 만기보유증권이자

     - 만기보유증권 보유에 따른 수입이자를 처리한다.

   (5) 대출금이자

      대출금이자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 수입하는 이자를 말하며, 약정

이자 외에 연체이자도 포함한다.

     (가) 어음할인료

        - 할인어음에서 발생한 할인료수입액을 처리한다.

     (나) 신용대출이자

        - 신용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처리한다.

     (다) 담보대출이자

        -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처리한다.

     (라) 기타대출 채권이자

        - 기타대출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처리한다.

   (6) 기타이자수익

     (가) 종업원대여금이자

        - 직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종업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액을 처리한다.

     (나) 수입잡이자

        - 다른 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상의 이자수입액(계금, 부금 등의 분할상환금 및 

이자에 대한 연체료, 가지급금, 미수금 등의 이자, 공탁금에 대한 이자 등)을 처리

한다.

 나. 매입채권 회수 및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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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채권의 회수 및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액을 처리한다.

     - 채권의 원가 산정시 개별채권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개별

채권의 원가를 초과하는 금액 회수시 이익을 산정한다. 다만 개별채권의 매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 매입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예 : 매입일 현재 각 매입채

권의 원금잔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채권의 매입금액으로 한

다.

 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재무상

태표 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처리한

다.

   (2)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관련 제 비

용을 차감한 후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한 때 그 초과금액(처분이익)을 처리한다.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처분시 발생하는 비

용은 해당 매각대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4)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만기보유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5)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환입

처리 한다. 환입한도는 회복후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

일 현재의 상각후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대손충당금환입 및 처분이익 등

   (1) 대손충당금환입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금기의 요적립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처리한다.

   (2) 대출채권처분이익

     - 대출채권을 여신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매각이익을 처리한다.

 라. 수수료수익

   (1) 중도해지수입수수료

     - 대부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수취한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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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입채권의 회수 및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액을 처리한다.

     - 채권의 원가 산정시 개별채권별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도 개별

채권의 원가를 초과하는 금액 회수시 이익을 산정한다. 다만 개별채권의 매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 매입가액을 합리적인 기준(예 : 매입일 현재 각 매입채

권의 원금잔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개별채권의 매입금액으로 한

다.

 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재무상

태표 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처리한

다.

   (2)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관련 제 비

용을 차감한 후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한 때 그 초과금액(처분이익)을 처리한다.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처분시 발생하는 비

용은 해당 매각대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4)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만기보유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5)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환입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회복된 금액을 환입

처리 한다. 환입한도는 회복후의 장부가액이 당초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

일 현재의 상각후 취득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대손충당금환입 및 처분이익 등

   (1) 대손충당금환입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거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금기의 요적립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처리한다.

   (2) 대출채권처분이익

     - 대출채권을 여신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매각이익을 처리한다.

 라. 수수료수익

   (1) 중도해지수입수수료

     - 대부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수취한 중도해지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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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부중개수수료

     - 대부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처리한다.

   (3) 기타수입수수료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수수료 수입액을 처리한다.

 마. 배당금수익

   (1) 단기매매주식배당금

     - 단기매매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을 받은 경우 처리하는 계정으로 배당 결의일에 수익으

로 인식하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유가증권 관련 장부에 주식수와 주당가격만을 조정한다.

   (2) 매도가능주식배당금

     - 매도가능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단기매매

주식배당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바. 기타 영업수익

   (1) 외환차입(환산) 이익

     - 외환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2) 기타파생상품거래이익

     - 기타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이익을 처리한다.

   (3) 기타파생상품평가이익

     - 결산시 현재 가타파생상품의 평가에 따른 이익을 처리한다.

   (4) 선수수익환입

     - 전기말에 계상한 미수수익 보정액의 환입액을 처리한다.

   (5) 미지급비용환입

     - 전기말에 계상한 미수수익 보정액의 환입액을 처리한다.

   (6) 기타영업잡수익

     - 사채상환이익 :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 

“사채사환손실계정” 참조

     - 상기에 속하지 않는 영업 관련 제수익을 처리한다.

2. 영업외수익

   ◦ 영업외수익이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영업활동에서 경상적·반복적으

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특별이익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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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1) 업무용자산처분이익

     - 업무용자산 처분시 처분가액이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며, 여기에는 자체 폐기하는 경우의 잔존 장부가액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2) 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 비업무용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한다.

 다. 수입임대료

   ◦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수익을 처리한다.

 라. 지분법이익

   ◦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처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마.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이전에 발생한 오류 수정이익을 처리한다.

 바. 기타영업외수익

   (1) 유입물건운용수익

     - 담보권 실행으로 유입한 유입물건의 운용수익을 처리하다.

   (2)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환입

     - 전기이전에 감액처리한 비업무용부동산이 감액사유가 해소(공매가격의 상승 등 부동산

가치의 회복)된 경우 그 환입액을 처리한다.

   (3) 잡이익

     - 상기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 영업외수익(시효완성된 제예금, 상각채권에 대한 이자,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에 따른 위약금, 할부매매계약 이행 비율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

금 상각액 등)을 처리한다.

 사. 자산수증이익

   ◦ 주주, 채권자 등 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리하며, 수증 

받는 자산의 종류는 묻지 않고 모두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며 자산수증이익의 회계처

리 시기는 실제로 자산을 수증 받은 때이다.

 아. 기타특별이익

   ◦ 기타특별이익은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

특별이익 등으로 한다.

  (1) 채무면제이익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긴 이익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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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형자산처분이익

   (1) 업무용자산처분이익

     - 업무용자산 처분시 처분가액이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상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며, 여기에는 자체 폐기하는 경우의 잔존 장부가액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2) 비업무용자산처분이익

     - 비업무용자산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한다.

 다. 수입임대료

   ◦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수익을 처리한다.

 라. 지분법이익

   ◦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을 처리한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한다.

 마.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이전에 발생한 오류 수정이익을 처리한다.

 바. 기타영업외수익

   (1) 유입물건운용수익

     - 담보권 실행으로 유입한 유입물건의 운용수익을 처리하다.

   (2)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환입

     - 전기이전에 감액처리한 비업무용부동산이 감액사유가 해소(공매가격의 상승 등 부동산

가치의 회복)된 경우 그 환입액을 처리한다.

   (3) 잡이익

     - 상기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 영업외수익(시효완성된 제예금, 상각채권에 대한 이자,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에 따른 위약금, 할부매매계약 이행 비율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

금 상각액 등)을 처리한다.

 사. 자산수증이익

   ◦ 주주, 채권자 등 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 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처리하며, 수증 

받는 자산의 종류는 묻지 않고 모두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며 자산수증이익의 회계처

리 시기는 실제로 자산을 수증 받은 때이다.

 아. 기타특별이익

   ◦ 기타특별이익은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기타

특별이익 등으로 한다.

  (1) 채무면제이익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긴 이익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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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차익

   ◦ 재해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액이 손실액(피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한다.

   ◦ 보험차익은 보험사고로 발생한 인적·물적 총손실액과 수령한 보험금액을 비교하여 산출한

다.

   (3) 기타특별이익

   ◦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은 특별이익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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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 용

1. 영업비용

 가. 이자비용

   (1) 차입금이자

     (가) 금융기관차입금이자

        - 금융기관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나) 일반차입금이자

        - 일반법인,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2) 사채이자

     - 사모사채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3) 기타이자비용

     (가) 지급잡이자

     - 잡이자 지급액을 처리한다.

 나. 매입채권처분손실

     - 매입채권의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처리한다.

 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재무

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

다.

         ⇒ 자세한 내용은 자산중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참조

   (2)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관련 제 비

용을 차감한 후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한 때 그 미달하는 금액(처분손실)을 처리

한다.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처분시 발생하는 비

용은 해당 매각대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4)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 만기보유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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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비 용

1. 영업비용

 가. 이자비용

   (1) 차입금이자

     (가) 금융기관차입금이자

        - 금융기관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나) 일반차입금이자

        - 일반법인,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2) 사채이자

     - 사모사채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를 처리한다.

   (3) 기타이자비용

     (가) 지급잡이자

     - 잡이자 지급액을 처리한다.

 나. 매입채권처분손실

     - 매입채권의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액을 처리한다.

 다.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의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낮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을 재무

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

다.

         ⇒ 자세한 내용은 자산중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참조

   (2)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관련 제 비

용을 차감한 후의 매각가액이 장부가액을 하회한 때 그 미달하는 금액(처분손실)을 처리

한다.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 처분시 발생하는 비

용은 해당 매각대금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4)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

   ◦ 만기보유증권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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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만기보유증권손상차손

      ⇒ 자세한 내용은 자산중 “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을 참조

 라.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대손상각비

     - 결산일 현재 추가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적립액과 충당금잔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

채권 상각액을 처리한다.

       ◆ 기말결산시

           · 대손추산액 > 대손충당금 잔액

(차) 대손상각비 xxx (대) 대손충당금 xxx

           · 대손추산액 < 대손충당금 잔액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대손충당금환입 xxx

       ◆ 채권의 대손발생시

           · 대손충당금 잔액 > 대손발생액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대출채권 xxx

           · 대손충당금 잔액 < 대손발생액

(차)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xxx

xxx

(대) 대출채권 xxx

       ◆ 대손처리한 채권의 회수시

          ⇒ 상각채권을 원상회복 시킨 후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 상각채권의 원상회복(일부 회수시 일부 원금만 회복)

(차) 대출채권 xxx (대) 대손충당금 xxx

           · 채권의 회수

(차) 현    금
xxx

xxx

(대) 대출채권 xxx

   (2) 대출채권처분손실

     - 대출채권을 여신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한 매각손실을 처리한다.

     - 자산건전성분류를 차주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채권에 상응

하는 대손충당금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대출채권매각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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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가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조정(상계처리 하는 대손충당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한다. 다만, 개별채권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매

각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회계처리 예시>

       ◆ 대출금 : 1,000    대손충당금 : 500    매각금액 : 600

         · 대손충당금 일괄 적립시

(차) 현      금

    대손충당금

600

400

(대) 대출금 1,000

         · 개별채권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시

(차) 현      금

    대손충당금

600

500

(대) 대출금

    대출채권매각익

1,000

100

 마. 수수료비용

     - 연체대출금회수수수료 등 수수료비용, 세무조정 및 회계감사수수료, 금융감독원검사수

수료, 상각채권추심수수료, 자금이체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 기타지급수수료를 처

리한다.

 바. 판매비와 관리비

     - 대부업체의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제비용을 처리한다.

   (1) 인건비

     - 임직원에 대한 급료, 임금, 제수당,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 및 특수급여 등을 처리한

다.

※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구분(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의

무)

 - 다음의 경우 인건비로 구분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임원의 경우 정관, 주

총, 이사회에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여비·

교통비를 초과한 부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중 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

  ·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현물급여

  · 자가운전보조수당으로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경  비

    ◦ 광고선전비

    ◦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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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가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조정(상계처리 하는 대손충당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한다. 다만, 개별채권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매

각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회계처리 예시>

       ◆ 대출금 : 1,000    대손충당금 : 500    매각금액 : 600

         · 대손충당금 일괄 적립시

(차) 현      금

    대손충당금

600

400

(대) 대출금 1,000

         · 개별채권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시

(차) 현      금

    대손충당금

600

500

(대) 대출금

    대출채권매각익

1,000

100

 마. 수수료비용

     - 연체대출금회수수수료 등 수수료비용, 세무조정 및 회계감사수수료, 금융감독원검사수

수료, 상각채권추심수수료, 자금이체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등 기타지급수수료를 처

리한다.

 바. 판매비와 관리비

     - 대부업체의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 발생하는 제비용을 처리한다.

   (1) 인건비

     - 임직원에 대한 급료, 임금, 제수당,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 및 특수급여 등을 처리한

다.

※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의 구분(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의

무)

 - 다음의 경우 인건비로 구분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임원의 경우 정관, 주

총, 이사회에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불우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여비·

교통비를 초과한 부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중 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

  · 훈련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현물급여

  · 자가운전보조수당으로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경  비

    ◦ 광고선전비

    ◦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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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대출시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을 처리한다.

    ◦ 기타 경비

     - 대부업체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발생되는 인건비외의 업무와 관련된 제비용을 처리한

다.

     - 경비로 처리하는 세목에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전력 및 수도료, 도서인쇄

비, 세금및공과금, 임차료, 차량비, 소모품비, 전산업무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

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접대비, 운반 및 보관료, 연료및유류비, 등기소송비, 회의비, 

연수비, 용역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잡비 등이 있다.

 사. 기타영업비용

   (1) 외환차입(환산) 손실

     - 외환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2) 사채상환손실

     - 사채를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3) 미수수익환급

     - 전기말에 계상한 미수수익 보정액의 환급액을 처리한다.

   (4) 선급비용환급

     - 전기말에 계상한 선급비용 보정액의 환급액을 처리한다.

   (5) 기타영업잡비용

     - 상기 항목 이외의 영업잡비용을 처리한다.

2.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이란 주된 영업활동인 금융거래에 수반된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외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가. 유형자산처분손실

   (1) 업무용자산처분손실

     - 업무용자산 매각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며, 직접 매각하는 경우외에 자체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도 

동 계정에 의해 처리한다.

   (2) 비업무용자산처분손실

     - 비업무용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한다.

 나. 지분법손실

   ◦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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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다.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 유입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시 공매금액 또는 계약금액이 장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장

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리한다.

      <회계처리 예시>

       ◆ 공개매각시

          ⇒ 유입부동산 취득가격(제비용 포함) : 1억원

         1) 1차공매 : 유찰시 손상차손 없음

           · 공매예정가격 : 1억원

         2) 2차공매 : 유찰시 손상차손 10백만원

           · 공매예정가격 : 90백만원

           · 회계처리

(차)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10백만원 (대) 비업무용자산 10백만원

       ◆ 수의계약서

          ⇒ 유입부동산 취득가격(제비용포함) : 1억원

(차)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10백만원 (대) 비업무용부동산 10백만원

       ◆ 다만,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을 기중에 수의계약 또는 공매에 

의하여 처분을 완료(매각대금 수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처분손익으로 처리

함.

 라. 전기오류수정손실

   ◦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손익)으

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

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의 잔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중대한 오류를 말함.

 바. 기타영업외비용

   (1) 기부금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금전, 기타의 자산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

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전 등(국군장병위문금, 수재의연금 등)을 처리한다.

   (2) 유입물건관리비

     - 담보권 실행으로 유입한 비업무용자산의 관리에 지출한 제 비용을 처리한다. 다만, 유

입물건 취득시 지출한 관련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장부가액)에 합산하

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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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다.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 유입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시 공매금액 또는 계약금액이 장부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장

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리한다.

      <회계처리 예시>

       ◆ 공개매각시

          ⇒ 유입부동산 취득가격(제비용 포함) : 1억원

         1) 1차공매 : 유찰시 손상차손 없음

           · 공매예정가격 : 1억원

         2) 2차공매 : 유찰시 손상차손 10백만원

           · 공매예정가격 : 90백만원

           · 회계처리

(차)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10백만원 (대) 비업무용자산 10백만원

       ◆ 수의계약서

          ⇒ 유입부동산 취득가격(제비용포함) : 1억원

(차) 비업무용부동산손상차손 10백만원 (대) 비업무용부동산 10백만원

       ◆ 다만,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을 기중에 수의계약 또는 공매에 

의하여 처분을 완료(매각대금 수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처분손익으로 처리

함.

 라. 전기오류수정손실

   ◦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손익)으

로 처리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

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의 잔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중대한 오류를 말함.

 바. 기타영업외비용

   (1) 기부금

     -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금전, 기타의 자산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

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전 등(국군장병위문금, 수재의연금 등)을 처리한다.

   (2) 유입물건관리비

     - 담보권 실행으로 유입한 비업무용자산의 관리에 지출한 제 비용을 처리한다. 다만, 유

입물건 취득시 지출한 관련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가액(장부가액)에 합산하

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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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잡손실

     -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않는 법인세추납액 및 금융리스에 대한 리스료 등을 처리한다.

   (4) 기타

     - 상기 항목 이외의 영업외비용을 처리한다.

 사. 재해손실

   ◦ 화재, 풍수해, 지진, 침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제 손실액을 처리한다.

 아. 기타특별손실

   ◦ 재해손실 외의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한다.

  ※ 손익항목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경상손익 

항목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음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특별손익으로 분류

  - 비경상성 :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손익을 발생키는 거래나 사건이 기업의 경상적인 활

동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 비반복성 : 영업환경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이나 거래가 예측가능한 장래에 다시 발생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함.

4. 법인세비용

   ◦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에서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처리한다.

   ◦ 또한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 과목으로 처리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

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한다.

5. 당기순손익

     -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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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1. 총  칙

□ (목적)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

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ᄋ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

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ᄋ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을 의미

 ᄋ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ᄋ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함

 ᄋ 동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확

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2.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

 (사업정보 제공) P2P대출의 구조, 상품 유형별(신용‧부동산담보‧부동산PF‧기타 등) 누적 대

출금액‧대출잔액‧연체율(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잔액을 총대출잔액으로 나

눈 금액)‧연체건수(총대출건수 대비 비중 포함)·부실채권매각내역(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은 월별로 게재*(전월말 기준)하고, 재무현황(P2P대출정보 중개업자가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인 경우), 임직원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신용분석사 등) 보유 내역, 대주주 현황 정보는 사업

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

    * 매월 15일 까지 전월 실적을 공시하되, 누적대출금액·대출잔액·연체율·연체건수·부실채

권매각내역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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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1. 총  칙

□ (목적) P2P 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 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

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ᄋ (P2P 대출) 차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차입자에 대한 대출채

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려는 자(이하 ‘투자자’)의 

자금을 기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이하 ‘차입자’)에게 지급된 

대출

 ᄋ (P2P 대출정보 중개업)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을 의미

 ᄋ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정보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ᄋ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의미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함

 ᄋ 동 가이드라인은 연계 금융회사가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 영업을 하기 위하여 확

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

2. 연계 금융회사의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에 대한 확인사항

 (사업정보 제공) P2P대출의 구조, 상품 유형별(신용‧부동산담보‧부동산PF‧기타 등) 누적 대

출금액‧대출잔액‧연체율(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잔액을 총대출잔액으로 나

눈 금액)‧연체건수(총대출건수 대비 비중 포함)·부실채권매각내역(매각대금, 부실채권금액, 

매각처 등)은 월별로 게재*(전월말 기준)하고, 재무현황(P2P대출정보 중개업자가 「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회사인 경우), 임직원수, 

여신심사역수,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신용분석사 등) 보유 내역, 대주주 현황 정보는 사업

연도별로 홈페이지에 게재

    * 매월 15일 까지 전월 실적을 공시하되, 누적대출금액·대출잔액·연체율·연체건수·부실채

권매각내역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사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공시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차입자의 대출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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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

 (투자광고) P2P 대출 투자를 위한 표시․광고, 계약 체결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

하는 사항을 준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투자자 모집 전 2

일(48시간) 전에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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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ᄋ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

 ᄋ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을 투자자에게 왜곡 없이 제공

 ᄋ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

 (영업행위) 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준수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

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

 ᄋ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

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ᄋ 대출상환금은 출금 제한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상환되어야 하며, 지

체없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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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ᄋ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

 ᄋ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투자에 따르는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항을 투자자에게 왜곡 없이 제공

 ᄋ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

 (영업행위) P2P 대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준수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의 별도 관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P2P 대출정보 중개업체 등

의 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

 ᄋ 투자자의 투자금을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

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ᄋ 대출상환금은 출금 제한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로 상환되어야 하며, 지

체없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금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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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ᄋ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치 또는 신탁된 투

자금 및 대출상환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투자한도) 투자자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도를 설정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

외

 ᄋ (개인 투자자)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1천만원(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

백만원)

    - 단, 부동산 PF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개 P2P 대

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추가 1천만원

 ᄋ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 투자자) 1개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기준으로 4천만원(동일 차입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외부기관* 등을 통해 온라인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연 1

회 이상 점검 한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것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전문기관

 ᄋ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실태점검 

수행

 (자료제공) 연계 금융회사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

 ᄋ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지를 확인하고 관

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공

 ᄋ 연계 금융회사는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

원 및 소속 협회 등에 통보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부도‧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채권 추심 및 상환금 배분 

업무 등을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

련할 것

 (법령과의 관계) P2P 대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

 (유효기간)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

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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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부동산 PF 공시 항목



협회 규정
Ⅲ

- 5 -

<별표> 

부동산 PF 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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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 분 쟁 민 원

자 율 조 정  활 성 화  매 뉴 얼

년 월

 한 국 대 부 금 융 협 회

목  차

자율조정 활성화 개요

단계별 민원처리 프로세스

단계별 스크립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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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 활성화 개요자율조정 활성화 개요자율조정 활성화 개요

 자율조정 활성화 도입 

 1. 도입배경 및 목적

 2. (금융감독원) 자율조정 활성화 방안

   ① 대부업자와 대부이용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② 신속처리 가능한 민원․분쟁 신속처리 

   ③ 신속처리 비대상 민원․분쟁 분쟁조정국 전담처리

   ④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별민원의 분리처리

 

 자율조정 민원처리 프로세스

  1. 소비자보호부서의 역할 및 기능

  2. 민원처리 프로세스

  3. 자율조정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 포인트

 자율조정 활성화 기대효과

   대부이용자/대부업자/금융감독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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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조정 활성화 개요자율조정 활성화 개요자율조정 활성화 개요

 자율조정 활성화 도입 

 1. 도입배경 및 목적

 2. (금융감독원) 자율조정 활성화 방안

   ① 대부업자와 대부이용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② 신속처리 가능한 민원․분쟁 신속처리 

   ③ 신속처리 비대상 민원․분쟁 분쟁조정국 전담처리

   ④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별민원의 분리처리

 

 자율조정 민원처리 프로세스

  1. 소비자보호부서의 역할 및 기능

  2. 민원처리 프로세스

  3. 자율조정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 포인트

 자율조정 활성화 기대효과

   대부이용자/대부업자/금융감독원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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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조정 활성화 도입

1. 도입배경 및 목적

월부터 금융감독원은 민원 분쟁처리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보험 등 개 

권역 에서 금융민원 분쟁 자율조정 활성화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부터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대상으로 편입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고 한다의 민원 분쟁이하 민원이라 한다 업무도 담당

그간 대부이용자는 개별 시 도 지자체로부터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이후에는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처리가 금융감독원에 집중되어 보다 형평성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방법 공지 자율조정활성화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대부업자의 민원업무 처리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또한 당사자 대부이용자 대부업자 간의 자율조정 으로 대부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대부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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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감독원)자율조정 활성화 방안

민원 분쟁을 유형별로 분류 ᠊처리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분쟁 처리서

비스를 제공하여 자율조정을 활성화하고자 함

     * 14일은 영업일 기준임

 ❶ 대부업자와 대부이용자간 자율조정 활성화

  대부업자를 거치지 않은 민원(대부업자 미경유)은 금융민원센터에 집중하여 대부

업자들의 자율조정 활성화 과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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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신속처리 가능한 민원 신속처리

  대부업자를 경유한 민원으로서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대부업자에 통보하지 않고 금융민원처리센터에서 직접 처리한다.

 ❸ 신속처리 비대상 민원᠊분쟁 분쟁조정실 전담처리 

  사안의 복잡성이 있는 민원을 집중 처리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❹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별민원의 분리처리

  특별민원은 일관성 있는 대응 및 다른 민원처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민원팀

에서 집중 관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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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조정 민원처리 프로세스

1. 소비자보호부서 역할 및 기능

소비자보호부서는 사내 모든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주관부서로서 사내 자율조정

민원처리 과정에 대하여 신속 공정 세밀 친절하게 진행되도록 처리상황  및 

처리결과 심의필 포함등 민원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

    ① 민원접수건에 대한 최초*, 최종** 민원인 접촉을 담당

*
**  수용시에는 생략 가능

    ② 각 단계별 체크포인트의 명확한 이행

    ③ 신속․공정한 해결 등 총괄 관리 역할 수행

    ④ 금융감독원과 최종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

각 처리단계별 자체 평가기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품질 신속 공정 관리

업무를 제고하고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 안내문을 직접 작성하며 금융감독원과는

민원처리 등에 대해 단일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수행

*

2. 민원처리 프로세스

민원의 처리는 단계까지의 처리단계를 두고 각 단계마다 실행할 업무를 세

분류하여 세부 운영기준 선정 및 유의사항 등을 명시함 

자율조정 접수부터 안내회신문 발송까지 민원인과의 단계별 접촉 를 명

시하여 자율조정 활성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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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율조정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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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목표

대부이용자에 대한 수준높은 민원·분쟁처리 서비스 제공

(신속, 공정, 세밀, 친절)

3  자율조정 활성화 기대효과

시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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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이용자 측면]

  대부업자의 민원내용에 대한 신속한 답변 제공

민원제출 후 영업일 까지 전화통화 대면 안내문 등을 통해 민원처리결과를 

신속하게 안내

  민원인에 대한 Touch 강화(관련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 공감대 형성 등)

민원접수 사실조사 검토 및 결정 안내문 발송 단계 등에서 최소 회

이상 민원인 를 통해 민원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감정을 이완시킴

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대부업자 소비자보호부서 주도의 종합적인 시각(검토)이 반영된 민원처리 공정성 제고

민원처리부서 의견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부서에서 신규 판례 조정례 유권해석 

등과 증빙자료의 적정성 등을 재판단함으로써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함

[대부업자 측면]

  대부업자 민원답변서 수준 상향 평준화를 통한 민원인 이해도 제고

민원답변 회신안내문 을 표준화하고 그 수준을 상향평준화하여 대부업자 답변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대부업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단순질의, 직원태도불만, 대외기관 효과에 기대는 민원제기 등에 대한 민원 

신속해결 

민원인의 감정적 불만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부정적 이해 및 회사의 설명

부족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충분한 사전 접촉 및 설명 사과 등을 통하여 신속

하게 민원 해결 사실조회 답변을 통한 불필요한 업무발생 배제



288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Ⅰ. 자율조정 활성화 개요

- 9 -

[금융감독원 측면]

  감독기관 모니터링(개입) 필요사안 중심의 효율적 민원관리

단순 반복사안 등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및 신속처리금융센터에서 집중 처리

종결함으로써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사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로 민원

처리의 효과성 제고

  대부업자 민원처리 자율성 제고

자율조정제도 시행으로 대부업자가 적극적인 민원해소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등 자율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와 대부업자의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체계 유인

  인력부족 등에 따른 민원처리지연 방지(최소화)

민원처리 조사역당 민원배당건수 완화로 민원처리지연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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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대부업법 시행 에 따른 대부업 민원 처리과정

에서 민원처리절차 등에 대해 대부업자의 문의가 빈번

⇨ 민원처리절차, 금융정보교환망에 따른 자료공유, 자율조정 

운용지침에 따른 처리 등을 매뉴얼을 통해 안내 강화

(참고1) 금융감독원 민원처리절차 개관

1. 금감원 민원처리 흐름도

금융회사
+

민 원 인

금 감 원
+

민 원 인
+

금융회사

금융회사
+

민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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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감원 민원처리방법에 따른 회사의 업무처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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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한 자료공유

 대부업자 민원 담당자 사전 준비사항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 되었을 경우 금융정보교환망 을 

통해 대부업자로 사실조회 및 처리결과를 접수

따라서 대부업자는 사전에 금융정보교환망 에 등록

하여 접속용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금융정보교환망 접속 인터넷주소 

접속안내 전화번호 

금융정보교환망 접속화면 

사전에 연락처를 등록한 경우 금감원 자료요청시 금융회사 

민원 담당자에게 자료요청 사실이 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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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등록절차

권한 발급
↓ 

‘민원자료공유
’ 

↓ 
‘담당자정보’

↓
소비자보호 

담당자를 1명 
이상 입력

↓ 
SMS 수신 

받을 
휴대폰번호 
입력(필요시)

 민원 자료요청 확인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금융정보교환망 를

통해 민원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부업자에 자료요청

대부업자 민원담당자는 금융정보교환망 에 로그인하여 

민원자료공유 화면에서 금감원 사실조회 내용을 수시로 확인

민원정보 확인
및 

자료의 제출 

‘민원자료공유’
(상단 탭) 

↓ 
‘민원자료공유’

(좌측 탭)
↓

‘결과’
↓ 

‘입력’
(이미 자료를 

제출하면 
‘보기’라고 뜸)

Ⅰ. 자율조정 활성화 개요

- 14 -

자율조정 요청이 확인 되었을 경우 사실조회서 및 민원서류 등을 

내려 받아 관련부서에 사실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 처리

①
민원정보 확인 

‘민원자료공유’
(상단 탭) 

↓ 
‘민원자료공유’

(좌측 탭)
↓

‘결과’
↓ 

‘입력’
↓

‘민원내용’ 중 
‘첨부파일’까지 
상세히 확인

 민원처리 기간 연장 신청

자율조정 요청을 받은 민원은 일 이내 금감원에 그 결과를 제

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기한 연장을 신청

금융정보교환망 에 민원자료공유 화면에서 결과 입력 을

클릭하여 기간 연장을 입력 금감원 담당자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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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요청 확인 

및
제출기한
연장요청 

‘민원자료공유’
(상단 탭) 

↓ 
‘민원자료공유’

(좌측 탭)
↓

‘결과’
↓ 

‘입력’
↓

‘처리결과입력’ 

 민원처리 결과 자료제출

대부업자는 민원에 대한 자체 처리후 그 결과를 금융정보교환망

을 통해 금감원에 제출

금융정보교환망 에 민원자료공유 화면에서 결과 입력 을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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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요청 확인 

및
제출기한
연장요청 

‘민원자료공유’
(상단 탭) 

↓ 
‘민원자료공유’

(좌측 탭)
↓

‘결과’
↓ 

‘입력’
↓

‘처리결과입력’ 

 민원처리 결과 자료제출

대부업자는 민원에 대한 자체 처리후 그 결과를 금융정보교환망

을 통해 금감원에 제출

금융정보교환망 에 민원자료공유 화면에서 결과 입력 을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등록

Ⅰ. 자율조정 활성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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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료의 제출 

‘민원자료공유’
(상단 탭) 

↓ 
‘민원자료공유’

(좌측 탭)
↓

‘결과’
↓ 

‘입력’
↓

‘처리결과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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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자율조정 운용지침」에 따른 처리 

우리 원이 민원을 자율조정 의뢰하는 경우 자율조정 운용지침 에 따라 처리

토록 요구함에 따라 민원처리과정에서 대부업자로부터 이에 대한 문의 빈번 

 자율조정 운용지침 마련 경위

금융회사 민원자율조정제도 도입방안 시행에 앞서 

시범실시 단계에 적용할 시범운용 세부지침을 마련

제도도입방안 실시단계

시범실시 삼성생명 등 개사

차 확대 민원발생평가대상  

전면 실시 민원발생평가대상 

 자율조정 운용지침 주요내용

민원을 민원대상회사로 송부하여 우선 처리토록 하는 절차

로서 자율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우리원이 직접 처리

자율조정성립시 금융감독원 민원처리부서로 조정성립사실

자율조정성립결과서 붙임 참조 을 통지

자율조정불성립시 금융감독원 민원처리부서로 조정불성립

사실 관련서류 포함 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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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자율조정 성립결과서

금 감 원
접수번호

금감원
민원신청일자

민원인
성명

연락처

민원인 주소

신청 요지

처리결과

향후대책 
또는 

제도개선사항

처리부서 및 담당자

회사명 부서명

직위 및 성명 전화번호

첨부 민원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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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민원처리 프로세스단계별 민원처리 프로세스단계별 민원처리 프로세스

 [1단계] 접수

   1. 업무정의   2. 처리주체 및 기한  3. 세부처리내용

 [2단계] 민원처리부서 지정(배정)

   1. 업무정의   2. 처리주체 및 기한  3. 세부처리내용

 [3단계] 사실조사 및 자율조정

   1. 업무정의   2. 처리주체 및 기한  3. 세부처리내용

 [4단계] 검토 및 결정

   1. 업무정의   2. 처리주체 및 기한  3. 세부처리내용

 [5단계] 안내회신

   1. 업무정의   2. 처리주체 및 기한  3. 세부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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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계별 민원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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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1  [1단계] 접수 

1. 업무정의

소비자보호부서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율조정대상 민원 건에 대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처리과정을 안내함으로서 민원인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단순질의 및 해결 가능한 민원 등은 자율조정 할 수 있으며, 민원제기 

전 대부업자를 경유한 건은 사실조회를 준하여 이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2. 처리주체 및 기한  

 - 처리주체 : 소비자보호부서

 - 처리기한 : 민원접수일 +1영업일

3. 세부처리 내용

  

 ❶ 민원접수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민원건을 대부업자의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수하는 업무처리를 말한다

 ❷ 민원신청서 확인

민원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원활한 유선상담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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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❸ 유선상담

  민원인에게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확인한다.

민원인 관점에서 민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선상담 과정에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감성적 

응대가 필요하다.

민원내용에 따라 유선상담만으로 자율조정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조정을 시도(무리한 시도 자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처리절차를 안내

한다.

민원인과의 유선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예: 해외거주 등)으로  

유선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연락으로  

유선상담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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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❸ 유선상담

  민원인에게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하고, 요구사항을 명확히 확인한다.

민원인 관점에서 민원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유선상담 과정에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감성적 

응대가 필요하다.

민원내용에 따라 유선상담만으로 자율조정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조정을 시도(무리한 시도 자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처리절차를 안내

한다.

민원인과의 유선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예: 해외거주 등)으로  

유선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연락으로  

유선상담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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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예시】[3.스크립트(1-1단계_③유선상담)]

 ❹ 자율조정성립

자율조정이 성립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자율조정 성립되었음을 민원인이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수건 에 등록하도록 권유된 사실을 대부업자가  

금융정보교환망 에 회신 민원취하서 녹취 및 안내문 기타 자율조정 성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한다

자율조정 불성립 시에는 민원신청서와 민원인 유선면담 내용 등을 민원처리시

스템에 등재하여 단계 민원처리부서 지정 단계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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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민원처리부서 지정(배정) 

1. 업무정의

이 단계는 소비자보호부서가 민원의 처리부서 를 확정하는 단계이며 민원 처리

부서에 민원 내용과 최초 유선상담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적극적으로 자율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2. 처리주체 및 기한

처리주체 소비자보호부서 

처리기한 민원접수일 영업일

3. 세부처리 내용

 ❶ 민원처리부서 지정

1단계(접수)에서 확인된 민원 발생원인 및 유형에 따라 해당 민원의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원칙적으로 민원 유발부서를 1차 처리부서로 지정하되,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❷ 사실조사 요청

민원처리부서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민원이 원활하게 자율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1)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사안 및 회사別 민원처리 시스템에 따라 현장 영업지점, 업무부서,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부서 

등 다를 수 있다. 동 매뉴얼에서는 민원발생시 민원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과 접촉을 하는 실질적 처리진행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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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민원처리부서 지정(배정) 

1. 업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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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민원처리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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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다.

   - 원칙적으로 민원 유발부서를 1차 처리부서로 지정하되,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❷ 사실조사 요청

민원처리부서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민원이 원활하게 자율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1)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사안 및 회사別 민원처리 시스템에 따라 현장 영업지점, 업무부서,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부서 

등 다를 수 있다. 동 매뉴얼에서는 민원발생시 민원내용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민원인과 접촉을 하는 실질적 처리진행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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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에서 확인된 민원인 요구사항을 처리부서에 전달

   - 자율조정 활성화를 위한 처리방향(민원서 내용상 수용/불수용 여부) 제시

   - 단, 사안에 따라 사실조사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단계 생략 가능민원 예시 참조).

 ❸ 민원처리부서 재심의

민원처리부서의 지정과 관련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보호부서

(또는 ‘협의체’)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재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민원처리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내규에 따르되 처리부서 지정과 관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2) 중᠊반복 민원

 - 금융감독원과 타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민원

 - 원민원 내용에 특별한 추가 쟁점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 

 - 원민원에서 이미 회신을 받았으나 동일한 주장을 추가자료 없이 제기한 민원

 - 금융감독원에서 재민원으로 인정하는 민원 등을 말한다. 

   단, 민원인은 동일하나 추가쟁점 사항과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 및 안내가 필요하다.

3) 민원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 민원내용이 관련 법규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주장하는 경우

 -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제기

 - 민원인의 표출 행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정당한 금융소비자의 권리행

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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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사실조사 및 자율조정

1. 업무정의

민원처리부서가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통해 수용 여부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회사는 민원인의 요구사항 중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수용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은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해시켜 자율조정을 

활성화한다

2. 처리주체 및 기한

처리주체 민원처리부서

처리기한 민원접수일 영업일

3. 세부처리 내용

 ❶ 사실조사

민원인 주장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1단계 내용(민원신청서, 소비자보호부서 사실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불만 및 요

구사항을 명확히 파악

   - 대부업자내 VOC가 있는 경우 처리결과 및 근거자료, 적정성, 추가쟁점 등을 확인

   - 민원유형별 사실조사 및 고객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 확인 

   - 민원처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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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사실조사 및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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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내용(민원신청서, 소비자보호부서 사실확인 내용 등)을 토대로 불만 및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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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유선확인 및 안내 

민원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이슈사항 중심으로 확인하고 향후 진행

과정을 안내한다.

확인된 사실을 통해 처리방향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이 과정

에서 회사가 민원인 요구사항을 수용하거나 민원인이 회사의 설명을 수긍할 경우 

자율조정이 성립 될 수 있다.

민원인과의 유선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예: 해외거주 등)으로  

유선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연락으로  

유선상담을 대신할 수 있다.

 【안내 예시】[3. 단계별 스크립트(2.3단계_②유선상담)]

 ❸ 수용/불수용 결정

사실조사 내용과 민원인 확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방향(수용, 불수용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대안(조정)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부서의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보호부서와 협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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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 검토결과 안내

민원처리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 불수용 를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수용 가능한 경우 신속히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수용이 어

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여 자율

조정이 성립되도록 노력한다

최종적으로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부서는 관련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 민원처리 내용 을 작성하여 소비자보호부서에 민원처리보고서를 제출

한다

민원인과의 유선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예: 해외거주 등)으로  

유선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연락으로  

유선상담을 대신할 수 있다.

【안내 예시】[부록: 스크립트(3단계_④검토결과 안내)]



Ⅲ. 협회 규정

307

Ⅱ. 단계별 민원처리 프로세스    

- 27 -

 ❹ 검토결과 안내

민원처리부서에서 검토결과 수용 불수용 를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수용 가능한 경우 신속히 자율조정을 진행하고 수용이 어

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유를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여 자율

조정이 성립되도록 노력한다

최종적으로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부서는 관련 조사 내용 및 

검토의견 민원처리 내용 을 작성하여 소비자보호부서에 민원처리보고서를 제출

한다

민원인과의 유선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예: 해외거주 등)으로  

유선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연락으로  

유선상담을 대신할 수 있다.

【안내 예시】[부록: 스크립트(3단계_④검토결과 안내)]

Ⅱ. 단계별 민원처리 프로세스    

- 28 -

4  [4단계] 검토 및 결정 

1. 업무정의

소비자보호부서가 민원처리부서의 자율조정 회신내용과 민원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사의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소비자보호부서는 민원처리부서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검토를

권고할 수 있고 회사의 최종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부서는 민원처리 결과가 공정하게 검토되었음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면서

자율조정을 재차 시도하고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최종 의견에 

대한 안내 회신 문을 작성한다

2. 처리주체 및 기한

처리주체 소비자보호부서 

처리기한 민원접수일 영업일

3. 세부처리 내용

 

❶ 현장의견 검토

   - 민원처리부서가 제출한 사실조사 내용 및 민원 처리과정을 검토한다

   - 민원처리부서에 자료 보완 필요시 재검토 및 추가자료 등을 요청한다.

   - 회사 최종 의견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체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 민원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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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❷ 협의체 운영

   -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보호부서 

주관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별도 협의체를 통해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 소비자보호부서의 심의의견과 민

원처리 부서의 회신내용을 조정 수렴한다

   - 소비자보호부서는 자율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협의체를 운영한다.

 ❸ 유선/대면 면담

   - 민원처리부서의 의견 및 협의체 결정사항 등을 종합한 후 대부업자의 최종 

결정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소비자보호부서는 민원인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민원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검토 되었음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면서 자율조정 성립을 

재차 시도한다

 

   - 자율조정 불성립시 회사의 최종 의견을 안내문 형식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안내

한다

   - 민원인과의 유선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민원인의 사정(예: 해외거주 등)으로 유선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연락으로 유선상담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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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내 예시】[4. 단계별 스크립트(4.4단계_③유선/대면 면담)]

 ❹ 안내문 작성

   - 고객의 의구심 해소와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 안내문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한다 아

울러 재차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검토하였음을 표현한다

   - 자율조정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때 일정한 문구 예시 참조 를 

명기하여 그 내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표명 함으로써 회사의 민원처리가 금융

감독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시켜 재민원의 발생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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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

4. 안내문 작성 요령 [부록: 안내문 Sample]

  인사말 : 상황에 맞는 인사말 작성

  이해관계 명시 : 대부업자와 민원인과의 관계 기술 

  

  민원인 주장 : 민원인의 불만내용 및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사실조사 내용

  -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 기술

  - 핵심 내용은 밑줄 글씨체 굵은 글씨 색상 등 달리 표현하여 가독성을 제고

  검토의견

  - 사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최종 검토의견을 기술

  - 법률 판례 약관의 주요 조항을 인용하여 설득력 제고

  - 민원인의 요구사항 불수용에 대한 불가피함과 양해의 표현 사용 

  맺음말

  - 검토의견에 대한 담당자 및 연락처 안내

  - 반증자료가 있는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기술

  -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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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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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 안내 회신

1. 업무정의

소비자보호부서가 안내문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우편 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단계이다

2. 처리주체 및 기한

처리주체 소비자보호부서

처리기한 민원접수일 영업일 안내장 발송기준

3. 세부처리 내용

 ❶ 안내문 발송

4단계에서 작성된 안내문을 검토하고 고객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업무로, 우편

물 수령가능 여부(부재, 이사, 직접수령 필요 등)를 먼저 유선으로 확인한다.

   검토사항

 안내문 오탈자

 인용된 판례 및 조정례 번호 자료 출처 표시 등

 안내문 수신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안내문 발신처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안내문 발송

 등기우편 민원인 요청 시 이메일

 안내문 발송시 또는 유선 안내

 금감원 운용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접수건 의 붙임란에 공문을 넣어 게재

금융정보교환망 등록 발송 안내문 판단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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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스크립트단계별 스크립트단계별 스크립트

 [1단계] ③ 유선상담

 [3단계] ② 유선상담

 [3단계] ④ 검토결과 안내

 [4단계] ③ 유선 및 대면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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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스크립트단계별 스크립트단계별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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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1단계_③유선상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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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  3단계_②유선상담(생략가능, 필요시 수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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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2  3단계_②유선상담(생략가능, 필요시 수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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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  3단계_④검토결과 안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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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_③유선/대면 면담

【예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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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부록부록

 안내문(민원인 회신용) Sample 

 안내문(금감원 회신용) Sample 

 사실관계 확인서 Sample - 민원관련직원

 민원취하서 Sample

 민원 내용에 따른 참고 법규 조항 

 문제 행동 소비자 기준

※ 각 금융회사 사정 및 민원사안에 따라 필요시 수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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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①안내문-민원인 회신용

O O 대 부 
수  신  김 철 수 귀하
주  소  
제  목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

 인사말 : 상황에 맞는 인사말 작성

  - 댁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본 민원은 고객님께서 201X. X. XX.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금융
감독원이 공정하게 조사 및 검토하도록 요청한 부분에 대한 회신입니다.

  민원인 주장 : 민원인의 불만내용 및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고객님께서는 OO대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OO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조사 내용 :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 기술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의견 : 사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최종 검토의견을 기술
-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OO을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맺음말 :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다는 내용을 기술

   - 상기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OO대부 소비자보호부 및 처리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언제라도 재검토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O 대 부 홍길동
 

[대외 민원 안내문]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동 회신문과 관련 증빙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송부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과 회신은 금감원에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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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 : 상황에 맞는 인사말 작성

  - 댁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본 민원은 고객님께서 201X. X. XX.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금융
감독원이 공정하게 조사 및 검토하도록 요청한 부분에 대한 회신입니다.

  민원인 주장 : 민원인의 불만내용 및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고객님께서는 OO대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OO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조사 내용 :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 기술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의견 : 사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최종 검토의견을 기술
-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OO을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맺음말 :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다는 내용을 기술

   - 상기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OO대부 소비자보호부 및 처리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언제라도 재검토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O 대 부 홍길동
 

[대외 민원 안내문]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동 회신문과 관련 증빙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송부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과 회신은 금감원에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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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②안내문-민원인 회신용

O O 대 부

문 서 번 호 :           -         (심의필)

발 신 일 자 : 2016.   .   .

수       신 : 김 철 수 귀하

제       목 :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

  인사말 : 상황에 맞는 인사말 작성

  - 댁내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본 민원은 고객님께서 201X. X. XX.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금융
감독원이 공정하게 조사 및 검토하도록 요청한 부분에 대한 회신입니다.

  민원인 주장 : 민원인의 불만내용 및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
- 고객님께서는 OO대부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OO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조사 내용 :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내용 기술
-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의견 : 사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최종 검토의견을 기술
- 고객님의 요청사항을 OO을 사유로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맺음말 :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및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다는 내용을 기술

   - 상기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OO대부 소비자보호부 및 처리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언제라도 재검토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O 대 부 홍길동

 

[대외 민원 안내문]

※ 귀하의 민원에 대한 동 회신문과 관련 증빙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송부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과 회신은 금감원에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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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①안내문-금감원 회신용

O O 대 부

수  신  금융감독원장

(경 유)  

제  목  회보이첩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원이 2016. 3.  . 요청한 “회보이첩 민원”(민원인:이강래, 접수번

호:2016XXXXX)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합니다.

붙 임 : 금감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문 사본 1부.  끝.

O O 대 부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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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①안내문-금감원 회신용

O O 대 부

수  신  금융감독원장

(경 유)  

제  목  회보이첩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원이 2016. 3.  . 요청한 “회보이첩 민원”(민원인:이강래, 접수번

호:2016XXXXX)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처리결과를 회신합니다.

붙 임 : 금감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문 사본 1부.  끝.

O O 대 부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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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②안내문-금감원 회신용

O O 대 부

문 서 번 호 :      -      (심의필)

발 신 일 자 : 2016.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홍길동 조사역

제       목 : 김철수 민원인 자율조정 민원 불성립 보고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원에 접수된 김철수(접수번호:2016XXXXX, 2016.   .   .)민원에 대하

여 붙임과 같이 자율조정 불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민원인 회신문 1부

       2. 사실조회 회보서 1부

       3. 관련 근거 자료 각 1부. 끝.

O O 대 부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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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사실관계 확인서 Sample

사 실 관 계 확 인 서

(201X.  .  .)

작성자
소    속 대부 전화번호 내선번호

직원번호 직책 성명 차장 인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예시】

민원 발생 경위
ㅇ 예시 본인은 일 당점에 내점한 민원인에게 상품을 안내하

였으며 민원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을 입금함

ㅇ 예시 본인은 일 당점 거래업체인 상사에 연락하여 을 
안내하였으나 민원인은 본인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

민원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ㅇ 예시 민원인은 당시 이라고 주장하나 본인은 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였으며 이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 확인을
받은 사항임

담당자 의견
ㅇ 예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본인은 당시 로 처리하였으며 업무

담당자로서 본인은 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처리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로 처리하였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임

※ 기타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과 
업무처리 당시 작성자의 의견 등을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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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사실관계 확인서 Sample

사 실 관 계 확 인 서

(201X.  .  .)

작성자
소    속 대부 전화번호 내선번호

직원번호 직책 성명 차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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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발생 경위
ㅇ 예시 본인은 일 당점에 내점한 민원인에게 상품을 안내하

였으며 민원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원을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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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ㅇ 예시 민원인은 당시 이라고 주장하나 본인은 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하였으며 이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받아 확인을
받은 사항임

담당자 의견
ㅇ 예시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본인은 당시 로 처리하였으며 업무

담당자로서 본인은 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처리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로 처리하였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임

※ 기타 민원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장과 
업무처리 당시 작성자의 의견 등을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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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민원 취하서 Sample

민원 취 하서

본인 은 년 월 일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금융민원 접수번호 에 

대하여 대부의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원만하게 합의하고 해결이 

완료되었는 바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동 민원을 취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

부점명

담당자 인

고객 신분증 사본 첨부 필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를 가리고 복사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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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민원 내용에 따른 참고 법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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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민원 내용에 따른 참고 법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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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문제 행동 소비자 기준

문제행동 판단 기준

□ 민원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 민원내용이 관련 법규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주장하는 경우

◦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표출행동이 문제가 있는 민원 

◦ 민원 표출 행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

하여 정당한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문제행동의 상세 유형

 과도한 금전적 보상 또는 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복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 불친절 또는 사소한 업무과실을 빌미로 과도한 보상 또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금지되는 이익을 요청하는 행동

◦ 다른 소비자와 달리 민원인에게만 특별한 계약 조건 부여를 요청하는 등 계약내용에

없는 내용을 부당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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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위법행위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경우

◦ 담당자에게 물리적 폭력 협박 성희롱 발언 등을 행하거나 금융회사 건물 내에서 

난동 기물파손 등의 폭력을 행사

◦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 담당자에 대한 욕설 등 언어 폭력을 지속하거나 공개적인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 수차에 걸쳐 또는 음주상태에서 오랜 시간 전화를 끊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잦은 방문 또는 장시간 체류를 통해 담당자에게 정신적 피해 또는 업무 

방해를 야기

 정상적으로 처리된 민원에 불만을 갖고 반복적 감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

정한 금융거래의 의도 없이 회사직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사항을 유발하는 경우

◦ 민원내용과 사실이 다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우며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내용에 대한 불만만을 제기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없이 막무

가내로 조사 및 처벌을 요구

◦ 민원담당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찰실 상급 감독기관 등에 민원담당자의

처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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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위법행위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경우

◦ 담당자에게 물리적 폭력 협박 성희롱 발언 등을 행하거나 금융회사 건물 내에서 

난동 기물파손 등의 폭력을 행사

◦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 담당자에 대한 욕설 등 언어 폭력을 지속하거나 공개적인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 수차에 걸쳐 또는 음주상태에서 오랜 시간 전화를 끊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잦은 방문 또는 장시간 체류를 통해 담당자에게 정신적 피해 또는 업무 

방해를 야기

 정상적으로 처리된 민원에 불만을 갖고 반복적 감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

정한 금융거래의 의도 없이 회사직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사항을 유발하는 경우

◦ 민원내용과 사실이 다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우며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 내용에 대한 불만만을 제기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없이 막무

가내로 조사 및 처벌을 요구

◦ 민원담당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찰실 상급 감독기관 등에 민원담당자의

처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정 : 2010.  5. 24.

개정 : 2010. 12.  8.

개정 : 2012.  2.  2.

개정 : 2012.  4. 25.

개정 : 2012.  6. 20.

개정 : 2014.  2. 12.

개정 : 2015.  4. 21.

개정 : 2015. 10. 27.

개정 : 2016.  6. 24.

개정 : 2016.  9.  8.

개정 : 2016. 10.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중개인의 운영․관리방식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

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자를 말하며,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

사”라 함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금융법

인 및 대부금융업자를 말한다

  2.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업법에 의거해 등록한 대부중개법인과 대부중개업자를 말

하며, “협회 등록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협회에 등록한 대부중개법인 및 대부중개업자

를 말한다. 

  3. “상위 대부중개인”이란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있어서 

‘위탁한 대부중개인’를 말한다.

  4. “하위 대부중개인”이란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에 있어서 

‘수탁받은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5. “단독 대부중개인”이란 대부중개인간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대부금융회

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6.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

수 및 전달 등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이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

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대부금융회사 및 대부중개인(상위, 하위, 단독 대부중개인 모두

를 포함한다)에 적용된다.

제4조(대부중개인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협회등록 등) ① 대부중개인으로서 협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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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회사 또는 협회 등록 대부중개인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7.> 

  1.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 등록을 한 후 협회에 등록할 것

  2.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3.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와 직접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5.10.27.>

  ②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하고자 하는 상위·단독 대부중개인은 해당 

대부금융회사와, 그리고 상위 대부중개인의 대출모집업무를 하고자 하는 하위 대부중개인은 

상위 대부중개인과 각각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5조(대부중개인과의 계약체결) ① 대부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대부

중개인의 협회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

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5.10.27.>

  ② 대부금융회사가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위 대부중개인이 

하위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모집대상 대출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3. 대출모집 활동 시 준수 및 금지사항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8.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형사책임을 진다는 확인 

제6조(의무사항) ① 대부금융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불법ᆞ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중개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ᆞ감

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대부중개인이 제공한 제반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

무 위탁 관계에 있는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 전체를 수령하고,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협

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부중개인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공받을 때에는 [붙임2]의 양식에 따른 대출중개경로

표시서 및 [붙임3]의 양식에 따른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5. 신규 대출 계약이 성립한 경우, 대출 승인 결정 이후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라는 내용의 휴대폰 단문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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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회사 또는 협회 등록 대부중개인의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7.> 

  1.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 등록을 한 후 협회에 등록할 것

  2.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3.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와 직접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5.10.27.>

  ②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하고자 하는 상위·단독 대부중개인은 해당 

대부금융회사와, 그리고 상위 대부중개인의 대출모집업무를 하고자 하는 하위 대부중개인은 

상위 대부중개인과 각각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5조(대부중개인과의 계약체결) ① 대부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대부

중개인의 협회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

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5.10.27.>

  ② 대부금융회사가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상위 대부중개인이 

하위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모집대상 대출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3. 대출모집 활동 시 준수 및 금지사항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8.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형사책임을 진다는 확인 

제6조(의무사항) ① 대부금융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불법ᆞ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중개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ᆞ감

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대부중개인이 제공한 제반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

무 위탁 관계에 있는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 전체를 수령하고,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협

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부중개인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공받을 때에는 [붙임2]의 양식에 따른 대출중개경로

표시서 및 [붙임3]의 양식에 따른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2.>

  5. 신규 대출 계약이 성립한 경우, 대출 승인 결정 이후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고: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라는 내용의 휴대폰 단문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

  6. 대부중개인으로부터 연대보증상품의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때에는 대부중개인이 보증인에

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안내한 녹취 내역을 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시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증에 

대하여 재차 안내하고 녹취 등을 통해 안내 여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6.24>

 ② 상위 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불법ᆞ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위 대부중개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ᆞ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하위 대부중개인이 대출모집업무

를 위탁한 또 다른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수령하여 협회에 등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대부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하위 대부중개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4.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하위 대부중개

인이 기재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5. 하위 대부중개인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붙임3]의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

인서의 작성여부를 확인한 후 대부금융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2.>

  6.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회사가 주

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8. 하위 대부중개인으로부터 연대보증상품의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는 하위 대부중개인

이 보증인에게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안내

하였는지 확인하고 대부금융회사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6.24>

 ③ 하위 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위 대부중개인과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부금융회사가 하는 것

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또 다른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중개인의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하위 대부중개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붙임3]의 양식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대부중개 신청 및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고

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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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

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8.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회사가 주

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9.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10. 연대보증상품를 모집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사실을 녹취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신설 2016.6.24>

 ④ 단독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부금융회사가 하는 것

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해

야 한다.

  5. [붙임3]의 양식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대부중개 신청 및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고

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2.12.>

  6.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

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부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회사가 주

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9. 연대보증상품를 모집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사실을 녹취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4.>

제7조(금지행위) 대부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과대·허위·과장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가능성 등) 광고행위 또는 영업행위<개정 

2015.4.21.>

  2. 대부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대부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등 명

칭) 또는 대부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대부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ᆞ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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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

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8.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회사가 주

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9.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10. 연대보증상품를 모집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사실을 녹취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

다.<신설 2016.6.24>

 ④ 단독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부금융회사가 하는 것

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해

야 한다.

  5. [붙임3]의 양식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대부중개 신청 및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고

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2.12.>

  6.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

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부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회사가 주

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9. 연대보증상품를 모집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협회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사실을 녹취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4.>

제7조(금지행위) 대부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과대·허위·과장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가능성 등) 광고행위 또는 영업행위<개정 

2015.4.21.>

  2. 대부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대부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등 명

칭) 또는 대부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대부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ᆞ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고객 등에게 물품 구매, 상조 및 보험 등 가입의 강요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대부금융회사 이외의 여신금융기관과의 대출모집 위탁계약

  10. 기타 금융질서 문란, 대부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

위

  11.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신설 

2015.4.21.>

제8조(교육) ① 협회 등록 대부중개인(상위, 하위, 단독 대부중개인 모두를 포함한다)은 협회

에서 주관하는 다음의 정기교육(금융관련 법률, 대출중개업무, 윤리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1. 필수 교육시간 : 1영업일<개정 2014.2.12.>

  2. 교육과목 : 대부중개업무규정, 대출모집실무, 사고예방교육 등<개정 2014.2.12.>

  3. 교육방식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개정 2014.2.12., 2015.7.21.>

 ② 교육은 대표자가 받는다. 다만, 대부중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영업

을 총괄하는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개정 2014.2.12.>

 ④ 협회는 대부중개인의 정기교육에 소요되는 소정의 교육비를 교육이수자에게   받을 수 있

다.

제9조(관리운영)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내용

을 반영한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계약의 체결ᆞ해지 절차 및 등록․취소 절차

  2.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

  3.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

항

  4.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업무 범위, 위탁자의 감사 권한,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

  5. 대부중개인수 및 취급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

  6.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제3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10조 (계약해지 및 등록 취소 등) ①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개정 

2016.6.24.>

  1. 제4조제1항의 협회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8조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2.12.>

  3.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중개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한 경우

  4. 대부중개인이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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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부금융회사와 직접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위중개인이 협회를 탈퇴하거나 

협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5.10.27>

 ②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부중개인이 파산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대부중개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설 2012.2.2.> <삭제 2015.4.21.>

  5. <신설 2012.2.2.> <삭제 2015.4.21.>

  6.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12.2.2.>

  7. <신설 2014.2.12.> <삭제 2015.4.21.>

  8. <신설 2014.2.12.> <삭제 2015.4.21.>

  9. <신설 2014.2.12.> <삭제 2015.4.21.>

  10. 대부중개인이 제7조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신

설 2015.4.21.>

 ③ 협회는 대부중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중개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대부중개인이 전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12개월(단,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우 1개

월)동안 협회에 재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2.12.,2016.10.24.>

 ⑤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중개인과 업

무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업체명단 및 해지사유 등의 내역을 즉시 협회로 송부하여야 한

다. <신설 2012.2.2., 2016.6.24.>

 ⑥ 협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대부중개인의 명단 및 취소사용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대부중개인의 명단 및 해지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

다. <신설 2016.6.24.>

제11조 (제재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대부금융회사에게 별표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여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대부중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또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개정 2015.10.27.>

  2.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협회로 대부중개

인의 명단을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출중개경로표시서 또는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수

령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4.2.12.>

  4. 제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금액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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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부금융회사와 직접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위중개인이 협회를 탈퇴하거나 

협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5.10.27>

 ②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부중개인이 파산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대부중개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설 2012.2.2.> <삭제 2015.4.21.>

  5. <신설 2012.2.2.> <삭제 2015.4.21.>

  6.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설 2012.2.2.>

  7. <신설 2014.2.12.> <삭제 2015.4.21.>

  8. <신설 2014.2.12.> <삭제 2015.4.21.>

  9. <신설 2014.2.12.> <삭제 2015.4.21.>

  10. 대부중개인이 제7조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신

설 2015.4.21.>

 ③ 협회는 대부중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중개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대부중개인이 전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12개월(단, 제1항 제2호에 의한 경우 1개

월)동안 협회에 재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4.2.12.,2016.10.24.>

 ⑤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중개인과 업

무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업체명단 및 해지사유 등의 내역을 즉시 협회로 송부하여야 한

다. <신설 2012.2.2., 2016.6.24.>

 ⑥ 협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대부중개인의 명단 및 취소사용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대부중개인의 명단 및 해지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

다. <신설 2016.6.24.>

제11조 (제재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대부금융회사에게 별표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여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대부중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또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개정 2015.10.27.>

  2. 제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협회로 대부중개

인의 명단을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출중개경로표시서 또는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수

령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4.2.12.>

  4. 제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금액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인이 연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인에게 연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6.24.>

  5. 제10조 제1항에 위반하여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다만, 협회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공개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부중개인과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9.8.>

  6. 제10조 제5항에 위반하여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한 업체 명단 및 해지사유 등의 내역을 

즉시 협회로 송부하지 않는 경우<신설 2012.2.2.>

  7.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0.12.8.><개정 2012.2.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에 위반하여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하위 대부중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2. 제6조 제2항 제3호에 위반하여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수령하여 대부금융회사에 제출

하지 않았거나 협회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하여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대부금

융회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제2항 제4호에 위반하여 하위 대부중개인이 대출중개경로표시서에 기재한 사항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 제2항 제5호에 위반하여 하위대부중개인으로부터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에 기

재한 사항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4.2.12.>

  5의2. 제6조 제2항 제8호를 위반하여 하위 대부중개인이 연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6.24.>

  6. 제10조 제5항에 위반하여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한 업체 명단 및 해지사유 등의 내역을 

즉시 협회로 송부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4.2.12>

  7. 제10조 제1항에 위반하여 하위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

우<개정 2012.2.2., 2014.2.12>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하위 대부중개인이 제 6조 제3항 제5호에 위반하여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하위 대부중개인이 제 6조 제3항 제6호에 위반하여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2.12.>

  3. 단독 대부중개인이 제 6조 제4항 제4호에 위반하여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4.2.12>

  4. 단독 대부중개인이 제 6조 제4항 제5호에 위반하여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4.2.12.>

  5. 제6조 제3항 제10호 또는 제6조 제4항 제9조를 위반하여 연대보증관련 안내를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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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거나 노구치한 내역을 대부금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6.24.>

  ④ 대부중개인이 제 8조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가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대부금융회사와 대부중개인에게 협회는 별표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협회는 대부중개인이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협

회가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신설 2012.6.20.>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제재금 부과 또는 시정권고를 받

은 대부금융회사 또는 대부중개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신설 

2012.6.20.>

제12조(제재금의 용도)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대부소비자 보호 활

동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대부중개인의 위법ᆞ부당한 행위로 대부금융회사 및 고객에 손실이 발생

한 경우 해당 대부중개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법ᆞ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부금융회사와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위 대부중개인은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당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대부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대부중개인과의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12.8.>

부 칙 <제정 201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대부중개

인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협회등록),제10조 제1항 제1호(협회 미등록 대부중개인에 

대한 강제 계약 해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정기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강제 계약 해지)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개정 2010.12.8.>

제1조(시행일) 규정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 <개정 2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개정 20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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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거나 노구치한 내역을 대부금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6.24.>

  ④ 대부중개인이 제 8조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는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가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대부금융회사와 대부중개인에게 협회는 별표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협회는 대부중개인이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협

회가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신설 2012.6.20.>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제재금 부과 또는 시정권고를 받

은 대부금융회사 또는 대부중개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한다.<신설 

2012.6.20.>

제12조(제재금의 용도)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대부소비자 보호 활

동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대부중개인의 위법ᆞ부당한 행위로 대부금융회사 및 고객에 손실이 발생

한 경우 해당 대부중개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법ᆞ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부금융회사와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위 대부중개인은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당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대부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대부중개인과의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12.8.>

부 칙 <제정 201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대부중개

인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및 협회등록),제10조 제1항 제1호(협회 미등록 대부중개인에 

대한 강제 계약 해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정기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강제 계약 해지)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개정 2010.12.8.>

제1조(시행일) 규정 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 <개정 2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개정 201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 <개정 2012.6.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 <개정 2014.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 <개정 2015.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 <개정 2015.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 <개정 2016.6.24., 2016.7.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의2호·제2항제

5의2호·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 <개정 2016.9.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 <개정 2016.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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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조항 
제재금

1회 2회 3회

1. 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금융회사가 협

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대부중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또는 협회의 회원

이 아닌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5.10.27.>

제11조 

제1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대부금융회

사가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협회로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2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3. 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부금융회

사가 대출중개경로표시서 및 고객정보 적법수

집 확인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3호

- 20만원 50만원

4.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대부금융회

사가 대출 금액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고객

에게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를 주의하라는 휴

대폰 메시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4호

- 20만원 50만원

4의2.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대부중

개인이 연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인에 대하여 연

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6.29>

제11조 

제1항

제4의2호

- 20만원 50만원

5. 규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금융회사가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

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5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별표] <개정 2012. 4. 25., 2016. 6. 24., 2016. 10. 24.>

제재금의 부과기준(제 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재금의 부과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나. 이사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금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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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조항 
제재금

1회 2회 3회

1. 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금융회사가 협

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대부중개인과 거래하는 경우 또는 협회의 회원

이 아닌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2015.10.27.>

제11조 

제1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대부금융회

사가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협회로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2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3. 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대부금융회

사가 대출중개경로표시서 및 고객정보 적법수

집 확인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3호

- 20만원 50만원

4.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대부금융회

사가 대출 금액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고객

에게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를 주의하라는 휴

대폰 메시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항

제4호

- 20만원 50만원

4의2. 규정 제6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대부중

개인이 연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인에 대하여 연

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6.29>

제11조 

제1항

제4의2호

- 20만원 50만원

5. 규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금융회사가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

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5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별표] <개정 2012. 4. 25., 2016. 6. 24., 2016. 10. 24.>

제재금의 부과기준(제 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재금의 부과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나. 이사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금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금을 

부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조항 
제재금

1회 2회 3회

6. 규정 제10조 제5항에 위반하여 업무위탁 계약

을 해지한 업체의 명단 및 해지사유 등의 내

역을 즉시 협회로 송부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6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7. 규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금융회사가 

대부중개인과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

지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8. 규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위 대부중개인이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하위 대부중개인과 거

래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

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9. 규정 제 6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상위 대부

중개인이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수령하여 

협회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금융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2항

제2호

- 20만원 50만원

10. 규정 제 6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상위 대부

중개인이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대부 금융회사에게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제11조 

제2항

제3호

- 20만원 50만원

11. 규정 제 6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상위 대부

중개인이 하위 대부중개인이 작성한 대출중개경

로표시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

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2항

제4호

- 20만원 50만원

12. 규정 제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상위대부

중개인이 하위 대부중개인으로부터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에 기재한 사항이 정확히 작

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하지 아

니한 경우

제11조

제2항

제5호

- 20만원 50만원

12의2. 규정 제6조 제2항 제8호를 위반하여 하위 

대부중개인이 연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6.29>

제11조

제2항

제5의2호

- 20만원 50만원

13. 규정 제10조 제5항에 위반하여 업무위탁 계약

을 해지한 업체의 명단 및 해지사유 등의 내

역을 즉시 협회로 송부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2항

제6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4. 규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위 대부중개인

이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2항

제7호

20만원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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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조항 
제재금

1회 2회 3회

15. 규정 제 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하위 대부

중개인이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3항

제1호

- 20만원 50만원

16. 규정 제6조 제3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하위 대

부중개인이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사실

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경우

제11조

제3항

제2호

- 20만원 50만원

17. 규정 제 6조 제4항 제4호를 위반하여 단독 대부

중개인이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대부금융사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3항

제3호

- 20만원 50만원

18. 규정 제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독대부중개

인이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제4항

제5호

- 20만원 50만원

18의2. 규정 제6조 제3항 제10호 또는 제6조 제4

항 제9호를 위반하여 연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지 아니하거나 녹취한 내역을 대부금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6.29.>

제11조

제3항

제5호

- 20만원 50만원

19. 규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인이 교

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6.10.24.>

제11조 

제4항 
30만원 40만원 50만원

20. 기타 대부금융회사와 대부중개인이 본 규준안을 

위반하고 협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30영업

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제5항
30일 경과시마다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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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조항 
제재금

1회 2회 3회

15. 규정 제 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하위 대부

중개인이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3항

제1호

- 20만원 50만원

16. 규정 제6조 제3항 제6호를 위반하여 하위 대

부중개인이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사실

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경우

제11조

제3항

제2호

- 20만원 50만원

17. 규정 제 6조 제4항 제4호를 위반하여 단독 대부

중개인이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대부금융사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제3항

제3호

- 20만원 50만원

18. 규정 제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단독대부중개

인이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를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제4항

제5호

- 20만원 50만원

18의2. 규정 제6조 제3항 제10호 또는 제6조 제4

항 제9호를 위반하여 연대보증 관련 안내를 

하지 아니하거나 녹취한 내역을 대부금융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6.6.29.>

제11조

제3항

제5호

- 20만원 50만원

19. 규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인이 교

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6.10.24.>

제11조 

제4항 
30만원 40만원 50만원

20. 기타 대부금융회사와 대부중개인이 본 규준안을 

위반하고 협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30영업

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제5항
30일 경과시마다 30만원

[붙임 1] 대부중개인 협회 등록 신청서

대부중개인 협회 등록 신청서(□ 법인 / □ 개인)

신

청

인

상    호

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주소 :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

팩스번호:

전자메일: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연락처) 자택:                           핸드폰: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법인인감

한국대부금융협회 귀중

각   서

본 업체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을 준수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

국대부금융협회에서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업체의 등록 등에 대하여 한국대부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법인인감

첨부서류

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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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당 사가 귀 사에 제공하는 본 대출신청 고객정보는 
다음의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생산 및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제공할 고객정보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 남자 / □ 여자

 ○ 고객정보의 제공 경로
   

구  분 해당 
연월일 상  호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협회 등록번호 전화번호

최초정보생산자

1차 
제공받은자

2차 
제공받은자

3차 
제공받은자

4차 
제공받은자

5차 
제공받은자

6차 
제공받은자

   ※ 동 표시서 및 확인서를 제공하려는 고객의 대출신청 구비서류 맨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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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당 사가 귀 사에 제공하는 본 대출신청 고객정보는 
다음의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생산 및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제공할 고객정보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 남자 / □ 여자

 ○ 고객정보의 제공 경로
   

구  분 해당 
연월일 상  호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협회 등록번호 전화번호

최초정보생산자

1차 
제공받은자

2차 
제공받은자

3차 
제공받은자

4차 
제공받은자

5차 
제공받은자

6차 
제공받은자

   ※ 동 표시서 및 확인서를 제공하려는 고객의 대출신청 구비서류 맨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  
바랍니다.

[붙임 3]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

고객정보 적법수집 확인서

당 사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는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치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모집한 대부중개건임을 확인합니다.

 ○ 제공할 고객정보

고객명

생년월일 성별 □ 남자 / □ 여자

 ○ 고객정보의 최초 수집 경로 (해당사항에 □√ 체크할 것)

□ 고객이 먼저 중개인에게 연락함

중개인 
연락처를

알게 된 경로
□ 인터넷 광고   □ 신문 광고   □ 전단지 광고
□ 기타 ( *지인소개 등 구체적 경로 기재 )

□ 중개인이 먼저 고객에게 연락함

고객 연락 
방법

□ 방문    □ 전화    □ SMS    □ E-mail    □ 우편물
□ 기타 (                           )

고객 연락처를
알게 된 경로

□ 대면 영업    □ 서면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제휴처 제공( *명칭 등 제휴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
□ 기타 ( *지인소개 등 구체적 경로 기재 )

년        월        일

OO대부중개 대표자                (인)

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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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대부중개인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대출모집법인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법인 / □ 개인)

신

청

인

상    호
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전자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자택 핸드폰

협회등록번호

신 

청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감

한국대부금융협회 귀중

첨부서류

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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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대부중개인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대출모집법인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법인 / □ 개인)

신

청

인

상    호
대 부 중 개 업

등 록 번 호

연 락 처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팩스번호

전자메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자택 핸드폰

협회등록번호

신 

청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에 의거 위와 같이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감

한국대부금융협회 귀중

첨부서류

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

[붙임 5] 표준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서

표준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서

(대부금융회사와 상위대부중개인간 계약)

○○○대부금융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부중개인(이하 “을”이라 한

다)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의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의 협회소속 

대부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의 협회등록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3. “상위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3호의 상

위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4. “하위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4호의 하

위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5. “대부중개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이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부중개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이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확인 및 “갑”에게로의 제출

  ② “을”은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ㅇㅇ주택담보대출

  2. ㅇㅇ신용대출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간에 서면에 의한 별

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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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수료 지급) 제3조에서 위탁한 대부중개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업무위탁 취급협약 제정․운용) “갑”과 “을”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

부중개업무 위탁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취급협약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7조(대부중개인 등록) ① “을”은 계약과 동시에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4

조 제1항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 등록을 하고 협회

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하위 대부중개인과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

중개업무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 협회에서 주관하

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하여야 한

다. 

  ③ “을”은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하위대부중갱인

의 명단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을” 및 하위대부중개인의 협회 등록․해지사항에 대하여 협회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동의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부중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부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및 하위대부중개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한국대부금융협회 및 대부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하위대부중개인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대부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부중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부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대부중개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

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

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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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수료 지급) 제3조에서 위탁한 대부중개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업무위탁 취급협약 제정․운용) “갑”과 “을”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

부중개업무 위탁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취급협약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7조(대부중개인 등록) ① “을”은 계약과 동시에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4

조 제1항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 등록을 하고 협회

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하위 대부중개인과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

중개업무 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을 하고 협회에서 주관하

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하여야 한

다. 

  ③ “을”은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하위대부중갱인

의 명단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을” 및 하위대부중개인의 협회 등록․해지사항에 대하여 협회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데 동의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부중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부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및 하위대부중개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한국대부금융협회 및 대부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하위대부중개인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대부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부중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부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대부중개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

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

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사항)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부중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위대부중개인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과대·허위·과장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가능성 등) 광고행위 또는 영업행

위<개정 2015.4.21.>

  2. 대부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대부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대부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대부금융회사의 고객 DB접근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고객 등에게 물품 구매, 상조 및 보험 등 가입의 강요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대부금융회사 이외의 여신금융기관과의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

  10. 기타 금융질서 문란, 대부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11.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신

설 2015.4.21.>

제10조(손해배상) ①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대부금융회사 및 고객에 손

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부중개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갑”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을”은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당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대

지급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하위대부중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

선 변제 처리할 수 있다.

  ③ “을”은 위탁받은 대부중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한다.

  ② “갑”은 “을”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할 경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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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상당기

간 지체되는 경우

  2. 상대방의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한 경우

  3. 법령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4. “을”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

하는 경우

제12조(하위대부중개인 명단 제출의무) ①“을”은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

무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그 명단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령한 대부중개인 명단을 수령 후 5영업일 이내(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협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출중개경로표시서 제출의무) ①“을”은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경우 하위 대부중개인으

로부터 대출중개경로표시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령한 후 자

신의 대출경로를 사실대로 기재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처리)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규사항이 협회 또는 “갑”에게 접수되어 협

회 또는 “갑”이 당해 위규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자료제출, 

관련자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① “을”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 불참한 경우 협회 등록이 해지될 수 있다.

  ②“을”이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경우 하위 대부중개인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갑”의 모든 영업상 정

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대부중

개업무를 위탁한 하위 대부중개인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대출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 및 



Ⅲ. 협회 규정

347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상당기

간 지체되는 경우

  2. 상대방의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한 경우

  3. 법령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4. “을”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

하는 경우

제12조(하위대부중개인 명단 제출의무) ①“을”은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

무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그 명단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령한 대부중개인 명단을 수령 후 5영업일 이내(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협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출중개경로표시서 제출의무) ①“을”은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경우 하위 대부중개인으

로부터 대출중개경로표시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령한 후 자

신의 대출경로를 사실대로 기재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처리)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규사항이 협회 또는 “갑”에게 접수되어 협

회 또는 “갑”이 당해 위규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자료제출, 

관련자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① “을”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 불참한 경우 협회 등록이 해지될 수 있다.

  ②“을”이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경우 하위 대부중개인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갑”의 모든 영업상 정

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대부중

개업무를 위탁한 하위 대부중개인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대출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하위대

부중개인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갑” 또는 대출신청

인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일반사항) “갑”과 “을”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

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상관습 등에 따른다.

제18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 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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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서

(상위대부중개인과 하위대부중개인간 계약)

○○○상위대부중개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위대부중개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위탁받은 대출상품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의 협회소속 대

부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의 협회등록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3. “상위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3호의 상

위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4. “하위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4호의 하

위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5. “대부중개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이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부중개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가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

확인 및  제출

  ② “을”은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ㅇㅇ주택담보대출

  2. ㅇㅇ신용대출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간에 서면에 의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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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서

(상위대부중개인과 하위대부중개인간 계약)

○○○상위대부중개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위대부중개인(이하 “을”

이라 한다)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위탁받은 대출상품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을”이 

대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의 협회소속 대

부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의 협회등록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3. “상위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3호의 상

위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4. “하위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4호의 하

위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5. “대부중개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이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위탁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대부중개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신청 상담(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 포함)

  2. 대출신청시 대출신청인/보증인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확인

  3. “갑”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가 정하는 대출구비서류의 접수·

확인 및  제출

  ② “을”은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ㅇㅇ주택담보대출

  2. ㅇㅇ신용대출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간에 서면에 의한 별

도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 지급) 제3조에서 위탁한 대부중개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업무위탁 취급협약 제정․운용) “갑”과 “을”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

부중개업무 위탁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취급협약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7조(하위 대부중개인 등록) ① “을”은 계약과 동시에 ‘대부중개업무 관리규

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 등록을 

하고 협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협회 등록․등록해지사항에 대하여 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데 동의한다.

제8조(준수사항)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부중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부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부중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

하여야 한다.

  4. 대부중개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

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

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대부중개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대부금융협회 및 대부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사항) “을”은 제3조에서 위탁받은 대부중개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과대·허위·과장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가능성 등) 광고행위 또는 영업행

위<개정 2015.4.21.>

  2. 대부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대부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대부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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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부금융회사의 고객 DB접근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고객 등에게 물품 구매, 상조 및 보험 등 가입의 강요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대부금융회사 이외의 여신금융기관과의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

  10. 기타 금융질서 문란, 대부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11.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신

설 2015.4.21.>

제10조(손해배상) ①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대부금융회사 및 고객에 손

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부중개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갑”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을”은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당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대

지급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하위대부중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

선 변제 처리할 수 있다.

  ③ “을”은 위탁받은 대부중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한다.

  ② “갑”은 “을”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할 경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상당기

간 지체되는 경우

  2. 상대방의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한 경우

  3. 법령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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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부금융회사의 고객 DB접근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고객 등에게 물품 구매, 상조 및 보험 등 가입의 강요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대부금융회사 이외의 여신금융기관과의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

  10. 기타 금융질서 문란, 대부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11.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신

설 2015.4.21.>

제10조(손해배상) ①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대부금융회사 및 고객에 손

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부중개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갑”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을”은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당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대

지급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하위대부중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

선 변제 처리할 수 있다.

  ③ “을”은 위탁받은 대부중개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갑”은 그 손해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우선 변제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해야한다.

  ② “갑”은 “을”이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할 경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이 상당기

간 지체되는 경우

  2. 상대방의 명예, 신용, 유형 또는 무형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한 경우

  3. 법령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을”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하위대부중개인 명단 제출의무) ①“을”은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

무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그 명단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령한 대부중개인 명단을 수령 후 5영업일 이내(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협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대출중개경로표시서 제출의무) ①“을”은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경우 하위 대부중개인으

로부터 대출중개경로표시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수령한 후 자

신의 대출경로를 사실대로 기재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처리) “을”의 위규사항이 협회, “갑”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금

융회사 및 “갑”에게 접수되어 금융업협회, “갑”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및 “갑”이 당해 위규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을”에게 자료제

출, 관련내용의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을”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교육에 불참한 경우 협회 등록이 해지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갑”에게 대부중개업무

를 위탁한 금융회사 및 “갑”의 모든 영업상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대출신청인의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 및 

금융정보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갑”

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 “갑” 및 대출신청인 등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일반사항) “갑”과 “을”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

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상관습 등에 따른다.

제18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갑”의 본점 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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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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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붙임 6] 표준 대부중개인 관리기준

표준 대부중개인 관리기준

(대부금융사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관리기준은 회사의 대부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중개인의 운영․관
리방식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해서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등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대부금융회사가 대부중개인에게 대부중개업무를 위

탁하는 경우 대부중개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대부금융회사, 대부중개인 등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의 협회소속 

대부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2호의 협회등록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3. “상위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3호의 상

위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4. “하위 대부중개인”이라 함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2조 제4호의 하

위 대부중개인을 말한다. 

  5. “대부중개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대부금융회사 및 상위 대부중개인이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제2장 대부중개인 등록 및 해지 절차

제4조(대부중개업무 위탁요건) 대부중개인이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대부중개업무를 위

탁받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 등록을 한 후 협회에 등록할 것

  2.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제5조(대부중개인의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대부금융회사로부터 대부중개업무를 위

탁받고자 하는 대부중개인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 후 대부금융회사와 대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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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인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붙임 1], [붙임 2] 양식에 따라 대부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등록 신청에 따라 대부중개인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

청한 대부중개인에게 통보하며 제2항의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④ 대부중개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대부중개업무 관리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부중개인이 등록 및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협회에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양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

탁받을 수 없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중개인

  2.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중개인

  3. 기타 대부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대부중개인

제3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6조(대부중개인과의 계약체결) ①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과 대출심사, 대출여

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대부중개인은 대부금융회사 이외의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대부금융회사가 대부중개인과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3. 대부중개 활동시 준수 및 금지사항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협회의 자료제출 협조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8. 대부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관계 법령 위반 시 행정·형사책임을 진다는 확인

  ④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붙임4]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부중개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금융법규 및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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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인은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붙임 1], [붙임 2] 양식에 따라 대부

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등록 신청에 따라 대부중개인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

청한 대부중개인에게 통보하며 제2항의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④ 대부중개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대부중개업무 관리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⑤ 대부중개인이 등록 및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협회에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양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위

탁받을 수 없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중개인

  2.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중개인

  3. 기타 대부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대부중개인

제3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6조(대부중개인과의 계약체결) ①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과 대출심사, 대출여

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대부중개인은 대부금융회사 이외의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③ 대부금융회사가 대부중개인과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3. 대부중개 활동시 준수 및 금지사항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협회의 자료제출 협조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8. 대부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관계 법령 위반 시 행정·형사책임을 진다는 확인

  ④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붙임4]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부중개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금융법규 및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징구서류)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과의 업무위탁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1. 업무위탁계약서

  2. 대부중개업 등록증      

  3. 대출중개 경로표시서        

  4. 사업자등록증 

  5. 신분증사본

  6. 기타 필요서류

제4장 대부중개인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제8조(의무사항) ① 대부금융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중개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대부중개인이 제공한 제반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 관계에 있는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 전체를 수령하고, 대

부중개인의 명단을 협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대부중개인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공받을 때에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

출중개경로표시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5.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대출 계약이 성립한 경우, 대출 승인 결정 이후 송금 전 

또는 송금 즉시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이니 지급하지 마십시오. 신

고: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라는 내용의 휴대폰 단문메시지를 발송하

여야 한다.

  ② 상위 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와의 업무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대부중개인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

저히 하여야 한다.

  3.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하위 대부중개인이 대

출모집업무를 위탁한 또 다른 하위 대부중개인의 명단을 수령하여 협회에 등

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대부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업무를 위탁받은 하위 

대부중개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하위 

대부중개인이 기재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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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하위 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위 대부중개인과의 업

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

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

부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또 다른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중개

인의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제출해야 한

다. 업무를 위탁받은 하위 대부중개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상위 대부중

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

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

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단독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와의 업무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

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

부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대부금융회사

에 제출해야 한다. 

  5.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

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부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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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하위 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위 대부중개인과의 업

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

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

부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또 다른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중개

인의 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을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제출해야 한

다. 업무를 위탁받은 하위 대부중개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상위 대부중

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6.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

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상위 대부중개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

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단독대부중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부금융회사와의 업무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대부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

을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고,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 결정은 대

부금융회사가 하는 것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붙임2]의 양식에 따라 대출중개경로표시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대부금융회사

에 제출해야 한다. 

  5.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

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부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협회 및 대부금융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협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금지행위) 대부중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1. 과대·허위 광고(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가능성 등)

  2. 대부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대부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등 명칭) 또는 대부금융회사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 등의 사용

  3. 대부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고객 등에게 물품 구매, 상조 및 보험 등 가입의 강요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대부금융회사 이외의 여신금융기관과의 대출모집 위탁계약

  10. 기타 금융질서 문란, 대부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

려되는 행위

제5장 교육

제10조(교육) ① 협회 등록 대부중개인(상위, 하위, 단독 대부중개인 모두를 포함한

다)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음의 정기교육(금융관련 법률, 대출중개업무, 윤리교

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필수 교육시간 : 1영업일(4시간 이상)

  2. 교육과목 : 대부업법령, 신용정보보호법령, 대출모집실무, 사고예방 교육 등

  3. 교육방식 :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② 교육은 대표자가 받는다. 다만, 대부중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

신하여 영업을 총괄하는 임·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은 교육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협회는 대부중개인의 정기교육에 소요되는 소정의 교육비를 교육이수자에게 

받을 수 있다.

제11조(회사의 교육) 대부금융회사는 법률의 제ㆍ개정 및 지침개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연간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

우 협회에 통지한다. 다만 상위 대부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위 대부중

개인에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위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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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3. 협회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4. 감독기관의 권고ㆍ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5. 점검결과 시사점

제13조(고객정보 보호)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

해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고객정보 보호관련 주요 법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①)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의 컴퓨터 단말기 무단 조작 방지를 위한 취급자 지정, 비

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능 부여, 중요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8)
 고객정보 등 중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외부 반·출입 사실을 

기록·보관 등 보안대책 마련(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9)

제6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14조 (계약해지) ① 대부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의 협회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8조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중개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한 경우

  ② 대부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

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부중개인이 파산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대부중개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 ①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대부금융회사 및 고객에 손

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부중개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위 대부중개인은 고객에 대해 우

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당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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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3. 협회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4. 감독기관의 권고ㆍ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5. 점검결과 시사점

제13조(고객정보 보호) 회사는 고객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

해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고객정보 보호관련 주요 법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①)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의 컴퓨터 단말기 무단 조작 방지를 위한 취급자 지정, 비

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능 부여, 중요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8)
 고객정보 등 중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외부 반·출입 사실을 

기록·보관 등 보안대책 마련(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9)

제6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14조 (계약해지) ① 대부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의 협회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8조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교육이수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중개 등록이 취소되거나 자진 폐업한 경우

  ② 대부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

모집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대부중개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부중개인이 파산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대부중개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 ①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대부금융회사 및 고객에 손

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부중개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위 대부중개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대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위 대부중개인은 고객에 대해 우

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해당 하위 대부중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7장 수수료

제16조(수수료) 대부금융회사가 위탁한 대부중개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인

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지급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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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용)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기관 귀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개인정보 보호
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26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3자
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
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및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목적 달

성시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 거래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공동사업자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1), (2)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둥록번호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회원유치, 서비스이용 권유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
품․할인쿠폰 제공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둥록번호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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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용)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기관 귀하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개인정보 보호
법」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26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3자
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
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및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목적 달

성시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 거래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공동사업자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예)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1), (2)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둥록번호

2.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예)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회원유치, 서비스이용 권유 등 
   ☐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사은
품․할인쿠폰 제공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둥록번호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오프라인용)

개인 신용 정보 제공 동의서
기관 귀하

귀사와의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및 제 조 제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제 조 및 제 조
에 따라 제 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 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 신용 정보의 필수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 정보 제공

☐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한 신용조회회사 
개인 신용 정보 이용목적 

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대상 개인 신용 정보 
예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 신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신용정보집중관리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및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목적 달

성시까지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 신용 정보 제공 

☐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자 
예 신용정보 제공 이용기관 거래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공동사업자

개인 신용 정보 이용목적 
예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여부 판단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제공대상 개인 신용 정보 
예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국적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 신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둥록번호

개인 신용 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 신용 정보 이용목적 
예 상품 및 서비스 소개 회원유치 서비스이용 권유 등 

☐ 제공대상 개인 신용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 신용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예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 신용 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귀하는 개인 신용 정보의 선택적인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편의 제공
사은품 할인쿠폰 제공 등 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주민둥록번호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362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제정 : 2011. 12. 12.

개정 : 2013.  4. 17.

개정 : 2015.  4. 21.

개정 : 2016.  7. 19.

개정 : 2019.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금융회사 및 대부금융중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광고 시 준

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부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와 대부금융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

하여 행하는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가. 신문, 잡지, 회보 등 간행물

    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다.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라. 전단, 리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마. 포스터,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대부금융 광고심의위원회(이하“광

고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9. 12. 27)

  2. “대출광고”라 함은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대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말한다.

  3. “비대출광고”라 함은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이미지광고, 채용 

광고, 공시광고 등을 말한다. 

  4. “영상광고”라 함은 극장 및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DMB방송을 통한 광고를 말한다.

  5. “기타광고”란 신문, 잡지포스터, 전단, 리플렛, 현수막,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

쇄물 등 영상 매체를 제외한 수단을 통한 광고를 말한다.

  6. “보호감시인”이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이하‘대부업법’이라 한

다) 제9조의7에 따라 선임된 보호감시인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7. “준법관리인”이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

정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준법관리인을 말한다.<개정 2019. 12. 27.>

제3조(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① 광고심의위원회는 대부업법 제9조의2를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매체에게 광고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전항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라 이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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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제정 : 2011. 12. 12.

개정 : 2013.  4. 17.

개정 : 2015.  4. 21.

개정 : 2016.  7. 19.

개정 : 2019. 1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금융회사 및 대부금융중개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광고 시 준

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부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부금융 소비자 보호와 대부금융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

하여 행하는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가. 신문, 잡지, 회보 등 간행물

    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다. PC통신, 인터넷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라. 전단, 리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마. 포스터,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으로 대부금융 광고심의위원회(이하“광

고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개정 2019. 12. 27)

  2. “대출광고”라 함은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대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말한다.

  3. “비대출광고”라 함은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이미지광고, 채용 

광고, 공시광고 등을 말한다. 

  4. “영상광고”라 함은 극장 및 공중파 방송, 케이블방송, DMB방송을 통한 광고를 말한다.

  5. “기타광고”란 신문, 잡지포스터, 전단, 리플렛, 현수막,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의 인

쇄물 등 영상 매체를 제외한 수단을 통한 광고를 말한다.

  6. “보호감시인”이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령(이하‘대부업법’이라 한

다) 제9조의7에 따라 선임된 보호감시인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7. “준법관리인”이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소비자금융 준법관리규

정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준법관리인을 말한다.<개정 2019. 12. 27.>

제3조(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 ① 광고심의위원회는 대부업법 제9조의2를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매체에게 광고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전항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라 이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4조(등록의 확인 의무) 회사는 광고 게재 시, 광고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회사인

지 여부를 등록증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실증하여야 한다.

제2장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2. 27.>.

  ② 위원장은 협회 상근임원으로 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사전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협회의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1.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2.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3.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신문 또는 방송사에 근무하는 기자, PD 등 언론인

    5. 회원사 관련 업무분야 담당 임원 (광고담당부서, 소비자보호부서)

    6.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항에 따라 당해직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거나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정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개정 2019. 12. 27.>

    1.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37조의 제재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 12. 27.>

제6조(회의소집) 광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1 이

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9. 12. 27.>

제7조(의결방법) ① 광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9. 12. 27.>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광고심의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8조(회의록) 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회 업무담

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9조(경비지급) 협회는 광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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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업무의 위임) 광고심의위원회는 대부금융광고 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긴급

을 요하거나 이미 심의 받은 광고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 신청하는 경우 등 기타 단

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11조(실무위원회 등)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의 심의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

를 두거나,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 12. 27.>

제2절 광고의 심의 및 절차 등

제1관 대출 광고의 심의

제12조(사전 심의) 회사는 대출광고를 영상광고 및 주요 일간지광고로 제작․배포하고자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13조(사후 심의) ① 회사는 대출광고를 기타광고로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는 대출 광고를 제작․배포하기 전에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의 광고가 전항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2관 광고심의 절차

제14조(광고물의 심의) ① 회사가 광고를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보호감시인(단  보

호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준법관리인.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에게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감시인은 대출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대출광고를 배포하기 전에 제12조 및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심

의위원회에 광고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대부금융광고심의신청

서(이하 “광고신청서”라 한다)에 광고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보호감시인의 서명을 받아 광

고시안과 함께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광고심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제5영

업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③ 광고심의위원회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하여 신청회사가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 한다

  ⑤ 광고심의위원회의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Ⅲ. 협회 규정

365

제10조(업무의 위임) 광고심의위원회는 대부금융광고 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긴급

을 요하거나 이미 심의 받은 광고시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심의 신청하는 경우 등 기타 단

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11조(실무위원회 등) 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물의 심의에 관한 실무업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

를 두거나,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 12. 27.>

제2절 광고의 심의 및 절차 등

제1관 대출 광고의 심의

제12조(사전 심의) 회사는 대출광고를 영상광고 및 주요 일간지광고로 제작․배포하고자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13조(사후 심의) ① 회사는 대출광고를 기타광고로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는 대출 광고를 제작․배포하기 전에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의 광고가 전항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2관 광고심의 절차

제14조(광고물의 심의) ① 회사가 광고를 제작․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보호감시인(단  보

호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준법관리인.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에게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감시인은 대출광고가 관계법규와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대출광고를 배포하기 전에 제12조 및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심

의위원회에 광고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대부금융광고심의신청

서(이하 “광고신청서”라 한다)에 광고내용을 사전에 검토한 보호감시인의 서명을 받아 광

고시안과 함께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광고심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제5영

업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5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③ 광고심의위원회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하여 신청회사가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 한다

  ⑤ 광고심의위원회의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개정 2019. 12. 27.>   

제15조(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통보) ① 광고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처

리기간 내에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1. 적격: 광고안의 내용이 적절하여 시행이 가능하다고 광고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광고 <개정 

2019. 12. 27.>

    2. 조건부적격: 광고심의위원회가 요구한 대로 광고안을 수정한 후에 시행이 가능한 광고<개정 2019. 

12. 27.>

    3. 부적격: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광고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광고 <개정 2019. 

12. 27.>

  ② 광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 심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에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③ 회사는 제12조에 의하여 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3호의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받기 전

에는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 

한다

  ⑤ 회사는 심의를 필한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27.>

  ⑥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른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안과 변경안을 제14조제2항

에 따라 즉시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광고심의위원회는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안의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⑦ 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심

의필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심의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필을 받

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7.>

제16조(광고물의 심의필 표시) 회사는 심의 받은 광고물에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을 별표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 등 심의필 표시가 불

가한 광고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17조(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

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

게 관계법령, 약관 및 대부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회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제1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가 재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회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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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출광고 가이드라인 

제1절 통칙

제19조(대부조건의 광고) ① 회사가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내지 제4

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및 본 규정 별표2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전항의 광고문안은 글자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이 쉽게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대출광고를 할 때에는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

다. 이 경우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1. 협회 심의필의 표시. 

    2. 협회원 번호.

    3. 협회 마크.

제20조(광고 문안과 표기 방법) ①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의 내용을 일반

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를 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광고문안을 표기할 때,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표시하고, 등록번호, 전화번

호, 대부이자율 및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상호의 글자와 크기를 같거나 크게 표기해야 한다. 특히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

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개정 2019. 12. 27.>

  ③ 광고심의위원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상품광

고에 표시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1조(소비자보호) ① 회사는 정부의 대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문구 등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

호·문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허위ㆍ과장광고 행위 등의 금지)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

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대부금융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27.>  

  1. 이자율 등 대부조건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회사보다 유리

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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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출광고 가이드라인 

제1절 통칙

제19조(대부조건의 광고) ① 회사가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 제2항 내지 제4

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및 본 규정 별표2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전항의 광고문안은 글자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이 쉽게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대출광고를 할 때에는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

다. 이 경우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1. 협회 심의필의 표시. 

    2. 협회원 번호.

    3. 협회 마크.

제20조(광고 문안과 표기 방법) ①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의 내용을 일반

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표시를 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광고문안을 표기할 때,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표시하고, 등록번호, 전화번

호, 대부이자율 및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상호의 글자와 크기를 같거나 크게 표기해야 한다. 특히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의 경우에는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

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한다.<개정 2019. 12. 27.>

  ③ 광고심의위원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상품광

고에 표시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시의 요구를 받은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1조(소비자보호) ① 회사는 정부의 대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문구 등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

호·문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허위ㆍ과장광고 행위 등의 금지)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

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대부금융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27.>  

  1. 이자율 등 대부조건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회사보다 유리

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고객이 대부이자율을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목의 방법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연 O% 이내’ 로 표시한다. 단, ‘연 O%~ O% 식의 구

간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특정이자율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함께 표시한

다.

    나. 이자면제 이벤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O일 면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면제받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함께 표시한다.

    다.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 이내 범위에서‘약정이자율 + 3%p 이내’로 표시한다. <신

설 2019. 12. 27.> 

  3. 회사는 대출광고를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

록 다음 각 목의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신용무관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누구나 대출’, ‘100% 대출보

장’ 등의 문구

    나. ‘소득과 재산이 없는 학생과 전업주부도 대출 가능’ 등의 문구

  4. 여신금융기관 또는 그 계열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 또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5. 업계 최고, 최저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협회 등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 확인

을 거친 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회사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제2절 텔레비전 광고 등 영상광고

제23조(대출 조건 등의 표시) ① 회사는 대출광고인 영상 광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불법중개

수수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을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이상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4조(주의 문구) ① 회사는 대출광고인 영상 광고를 실시할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경고문구와 함께 계약내용의 확인, 과잉 대출, 계획성이 있는 대출에 대한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요소로 한 문구를 하나이상 표

시할 수 있다. 

    1. 대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2.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3. 대출은 상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4. 과도한 대출은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전항에 규정된 주의 문구를 표시함에 있어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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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 조건 표시와는 별도로 표시할 것

    2. 주의 문구 표시는 글씨체는 고딕체로 하고,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표현 내용）회사는 영상광고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무분별한 대출, 비합리적인 소비를 조장 하는 표현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표현  

 ＜문구 예＞ 

    - ‘명품 가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품 대출을 이용하십시오’ 등의 표현

   2.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3. 노골적으로 성이 연상시키거나 지나치게 노출하는 표현 등

   4. 시각적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표현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해하거나 대부금융 이미지를 훼손하는 표현

제26조(방송 시간대 등 유의 사항）회사는 대출광고인 영상광고를 지상파TV 또는 케이블TV에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27.>

   1. 어린이, 청소년 채널 등에 영상광고를 실시하는 행위<신설 2019. 12. 27.>

   2. 대출광고인 영상광고를 대부업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시간대에 하는 행위<신설 

2019. 12. 27.>

제3절 신문,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 광고

제27조(대출 조건 등의 표시）① 회사는 신문, 잡지 등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

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잡지’란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② 전항의 사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해당 광고의 최대글자 대비 최소 3분의 1이상 크기

로 하고, 컬러광고는 글자색을 배경색과 쉽게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의 문구）① 회사가 신문이나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와 같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거한 표시를 할 경우 7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 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주의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표현 내용）회사는 신문이나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5

조와 같다. 

제30조(광고 매체）회사는 신문이나 잡지에 대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매

체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박 전문 신문 또는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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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출 조건 표시와는 별도로 표시할 것

    2. 주의 문구 표시는 글씨체는 고딕체로 하고,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소비자가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표현 내용）회사는 영상광고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무분별한 대출, 비합리적인 소비를 조장 하는 표현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표현  

 ＜문구 예＞ 

    - ‘명품 가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품 대출을 이용하십시오’ 등의 표현

   2.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3. 노골적으로 성이 연상시키거나 지나치게 노출하는 표현 등

   4. 시각적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표현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해하거나 대부금융 이미지를 훼손하는 표현

제26조(방송 시간대 등 유의 사항）회사는 대출광고인 영상광고를 지상파TV 또는 케이블TV에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27.>

   1. 어린이, 청소년 채널 등에 영상광고를 실시하는 행위<신설 2019. 12. 27.>

   2. 대출광고인 영상광고를 대부업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각 호의 시간대에 하는 행위<신설 

2019. 12. 27.>

제3절 신문,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 광고

제27조(대출 조건 등의 표시）① 회사는 신문, 잡지 등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제19조 제1항

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을 말하며 ‘잡지’란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② 전항의 사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해당 광고의 최대글자 대비 최소 3분의 1이상 크기

로 하고, 컬러광고는 글자색을 배경색과 쉽게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의 문구）① 회사가 신문이나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와 같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거한 표시를 할 경우 7포인트 이상의 활자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면적이 150 제곱센티미터 미만인 지면광고에 대해서는 주의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표현 내용）회사는 신문이나 잡지 또는 전화번호부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5

조와 같다. 

제30조(광고 매체）회사는 신문이나 잡지에 대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매

체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박 전문 신문 또는 잡지

  2. 유흥업 관련 전문 신문 또는 잡지

  3.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신문 또는 잡지

제4절 전단지 광고, 명함식 광고 및 기타 옥외광고<개정 2019. 12. 27.>

제31조(신문 또는 잡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회사가 전단지 및 옥외광고에 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

우 또는 음악, 체육행사 등의 후원목적의 광고는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5절 인터넷 광고 

제32조(홈페이지에 명시할 사항 등) ① 회사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대출에 관한 상품을 소개하는 메인 페이지에 명시해야 한다

  1. 제19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 대부(중개)업체 통합조회 서비스”의 연결배너 

  ② 배너 광고 등을 통하여 자사 홈페이지로 유도하는 경우에는 유도한 자사 홈페이지에 전

항과 같이 명시해야 한다.

  ③ 법 및 시행령상의 필수기재사항의 경우에는 최초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유흥업이나 도박 관계의 홈페이지 및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의 홈페이지에 대출과 

관련된 광고를 출고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제재조치 등

제1절 시정요구 등

제33조(광고검토결과의 협회제출)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 보호감시인의 사전검토를 필한 광고

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보호감시인이 행한 광고․
선전물 사전검토 결과를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34조(광고물의 실태점검) ①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가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광고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
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③ 광고심의위원회가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위반사실

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35조(자료의 보존 등) ① 회사는 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집행 종료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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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회사는 광고 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신고서에 따라 광고심의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36조(시정요구 등) ①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배포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1.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2.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3. 당해 회사에 대해 주의경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광고심의

위원회의 조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결과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③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4. 제34조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에서 이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2절 제재조치

제37조(제재조치) ① 광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

으며, 제재금 부과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에 정한 심의대상 광고․선전물을 심의 받지 아니하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3.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 행위를 하거나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한 경우

  4. 제36조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의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뚜렷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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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회사는 광고 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신고서에 따라 광고심의위

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36조(시정요구 등) ①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배포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1.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2.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3. 당해 회사에 대해 주의경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광고심의

위원회의 조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결과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③ 광고심의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4. 제34조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에서 이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2절 제재조치

제37조(제재조치) ① 광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

으며, 제재금 부과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②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에 정한 심의대상 광고․선전물을 심의 받지 아니하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3.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 행위를 하거나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한 경우

  4. 제36조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6조 제1항의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 점검을 거부하거나 뚜렷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상광고를 어린이, 청소년 채널 등에 실시하거나, 금지 시간대

에 광고를 하는 행위<신설 2019. 12. 27.>

  ⑤ 광고심의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참작

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⑥ 이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 제재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게시한

다.

제38조(제재금의 납부) 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제재가 확정된 때에는 광고심의위원

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② 광고심의위원회는 제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제39조(제재금의 용도) 규정 제38조에 따라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

로 회계처리하며, 이 규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12. 27.>

제5장 보칙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 규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협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 12. 27.>

  ②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식의 제정 및 별지의 서식 개정은 이 규정에 부합하

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개정 2019. 12. 27.>

제42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법 및 기타 관련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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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배포하는 대출광고에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2013.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2015.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호 <2016.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배포하는 대출광고에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심의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5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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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배포하는 대출광고에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2013.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호 <2015.4.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호 <2016.7.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배포하는 대출광고에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심의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5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의필 표시방법<개정 2019. 12. 27.>

○ 광고물의 심의필 표시는 일반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글씨크기 7포인트(A4 용지 기준) 이상

   나. 본문글씨가 12포인트 이상인 경우 심의필 글씨는 10포인트 이상

 예시) 한국대부금융협회 심의필 제○○호<개정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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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부금융 상품광고 의무 표시 사항

1.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에 표시한다.

2.대부금융회사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하고,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3.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하며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개정 2019. 12. 27.>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점의 대부업등의 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고지하도록 하

고, 본점 이외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4.방송(라디오 제외)을 통한 대부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 이자율, 대부계약과 관

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불법중개수수

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이상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5.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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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부금융 상품광고 의무 표시 사항

1.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에 표시한다.

2.대부금융회사의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하고, 쉽게 알

아볼 수 있도록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

3.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불법중개수수료 경고문구의 글자를 해당 광고에 표시된 최대글자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하며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배경화면과 구분되어 인지 용이한 색상의 

자막으로 고지하여야 함.<개정 2019. 12. 27.>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점의 대부업등의 등록번호 및 주소와 전화번호를 고지하도록 하

고, 본점 이외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4.방송(라디오 제외)을 통한 대부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 이자율, 대부계약과 관

련된 부대비용,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 불법중개수수

료 경고문구에  관한 내용이 전체 광고시간의 5분의 1이상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7.> 

5.고객모집 또는 대부상품 홍보를 위해 전화번호를 표기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경고문구 등 필수  표기사항을 모두 표시한다.

종        류
영상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전화번호부광고, 

명함광고. 전단지광고,인터넷광고 기타(     )

최초 사용 예정일

대상(배포) 지역

보호감시인   20    .    .    .           인

   보호감시인 소견

광고담당책임자 확인  20    .    .    .           인

<별지 제1호>

한국대부금융협회 귀중

광고 심의 신청서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고자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다     음 -

     

 ※ 정보가 누락된 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광고․선전의 시안 1부

          2. 기타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印) 

              광고책임자 (      )팀(부․실)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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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한국대부금융협회 귀중

광고책임자 지정 변경 신고서

  다음의 자를 광고책임자로 (지정․변경)하였기에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책임자 (지정․변경) 신고를 합니다.

- 다     음 -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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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한국대부금융협회 귀중

광고책임자 지정 변경 신고서

  다음의 자를 광고책임자로 (지정․변경)하였기에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책임자 (지정․변경) 신고를 합니다.

- 다     음 -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印)

<별지 제3호><개정 2019. 12. 27.>

믿음주는 소비자금융! 안심되는 소비자금융!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회
(100-070)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13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TEL 02)6710-0832 / FAX 02)3487-5757 / www.clfa.or.kr

문서번호 : 광고심의-

발신일자 :     .   .   .

수    신 : 

참    조 : 광고담당책임자

제    목 : 광고심의 결과 통지

1. 서민금융 발전에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제14조에 의거 귀사의 광고・선전물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 심의결과

     

접수일 광고종류 광고내용 심의결과 심의필 번호 비고

  □ 조건부 적격(부적격) 사항

     
끝.

대부금융광고심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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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운영세칙

시행 2012.  4.  1.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위원회 운영)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 또

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심의방법) 적기에 광고위원회 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 서면, 이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

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광고방송심의) ① 규정 제12조에 의거한 광고방송에 대한 심의는 실무위원회 또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모니터링한다.

  ② 실무위원회 또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모니터링 한 자료를 근거로 광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회사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회는 이의신청 광고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의1(주요 일간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요 일간지는 매년 한국ABC협회가 인증하여 

발표하는 일평균 발행부수 20,000부 이상 전국 일간지(외국어판 제외)로 정한다.

제5조(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 규정 제37조 제5항에 의거 광고위원회가 제재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위반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  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건전한 대부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 대부금융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를 의미

    ◉ 보  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경  미: 단순 경미한 규정 위반 등을 의미

제7조(규정위반 광고의 신고 등) 규정 제36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신고의 처리절차 및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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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운영세칙

시행 2012.  4.  1.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위원회 운영)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 또

는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심의방법) 적기에 광고위원회 회의 개최가 불가한 경우 서면, 이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

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광고방송심의) ① 규정 제12조에 의거한 광고방송에 대한 심의는 실무위원회 또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모니터링한다.

  ② 실무위원회 또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모니터링 한 자료를 근거로 광고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회사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

회는 이의신청 광고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4조의1(주요 일간지)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요 일간지는 매년 한국ABC협회가 인증하여 

발표하는 일평균 발행부수 20,000부 이상 전국 일간지(외국어판 제외)로 정한다.

제5조(제재기준 및 제재금 산정기준) 규정 제37조 제5항에 의거 광고위원회가 제재금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다음 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위반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  대: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건전한 대부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 대부금융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를 의미

    ◉ 보  통: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경  미: 단순 경미한 규정 위반 등을 의미

제7조(규정위반 광고의 신고 등) 규정 제36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신고의 처리절차 및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광고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규정위반이 적발된 건 중 규정위반의 정도 및 영

향이 큰 광고물을 신고한 자에게 규정 제38조에 의해 납부된 제재금을 재원으로 소정의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규정 제11조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5

인 이내로 구성하며 광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대부금융회사(이

하 “회사”라 한다.)의 상품, 홍보, 고객서비스 업무 담당자

  2. 협회 기획, 민원 업무 담당자

  3. 기타 광고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자

  ②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 자격은 협회 또는 당해 

회사의 관련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운영은 협회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관장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광고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규정 제10조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업무

  3. 부당광고 신고센터 설치∙운용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감독기관, 형사기관에 통보 업무

  

제9조(위원의 제척) 광고․선전물에 대한 심의,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회사에 소속된 광고

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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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규정위반 광고물의 신고절차 및 운영기준

1. 심의대상 : 회사가 집행한 광고물 중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는 제외

2. 신고방법: 서신 또는 내방 등을 통한 신고서(별지) 및 광고물 제출

  ※ 팩스 및 E-mail 신고서 제출 시,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요

3. 규정위반 여부 심의

  가. 광고위원회는 매월초 정기회의시 1개월간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 규정위반 여부 심의

  나. 규정위반 여부 및 조치결과에 대해 심의후 10영업일이내에 회신

< 규정위반 신고 및 처리 절차 >

⇒ ⇒
  

              

4. 신고포상금 지급

 가. 대상 : 광고위원회에 신고되어 규정 위반 광고로 판정된 광고물 중 반기별로 5개 내외를 

선정

 나. 금액 : 10만원 내외의 상품권(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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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규정위반 광고물의 신고절차 및 운영기준

1. 심의대상 : 회사가 집행한 광고물 중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는 제외

2. 신고방법: 서신 또는 내방 등을 통한 신고서(별지) 및 광고물 제출

  ※ 팩스 및 E-mail 신고서 제출 시, 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요

3. 규정위반 여부 심의

  가. 광고위원회는 매월초 정기회의시 1개월간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 규정위반 여부 심의

  나. 규정위반 여부 및 조치결과에 대해 심의후 10영업일이내에 회신

< 규정위반 신고 및 처리 절차 >

⇒ ⇒
  

              

4. 신고포상금 지급

 가. 대상 : 광고위원회에 신고되어 규정 위반 광고로 판정된 광고물 중 반기별로 5개 내외를 

선정

 나. 금액 : 10만원 내외의 상품권(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

(별지)

신 고 서

  [ 접수번호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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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보증금 예탁규정

제정 2016.7.19

개정 2016.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4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9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자등’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한다.

  2. ‘보증금’이란 법 제11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9조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협회에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예탁 업무의 처리 등) ① 협회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에 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할 실무위

원회를 두거나,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에 관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증금의 예탁)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려는 대부업자등(대부업등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경우 5천만원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증금 예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

를 입은 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손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과의 손해배상합의서

  2. 해당 대부업자등과의 화해조서

  3.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검토․확인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보증금의 보전) ① 협회는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손해배

상의 내역 및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보증금 중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라 부족하게 된 금액을 손해배

상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전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전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보증금 보전확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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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보증금 예탁규정

제정 2016.7.19

개정 2016.9. 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4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9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자등’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한다.

  2. ‘보증금’이란 법 제11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9조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협회에 예탁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예탁 업무의 처리 등) ① 협회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에 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할 실무위

원회를 두거나, 협회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에 관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증금의 예탁)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려는 대부업자등(대부업등을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경우 5천만원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증금 예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대부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

를 입은 자는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협회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손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과의 손해배상합의서

  2. 해당 대부업자등과의 화해조서

  3.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4. 그 밖에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검토․확인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보증금의 보전) ① 협회는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손해배

상의 내역 및 보증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보증금 중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라 부족하게 된 금액을 손해배

상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전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전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보증금 보전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등이 보증금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는 그 사실을 해당 대부

업자등의 등록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신청)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신청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

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증금 예탁 후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대부업자등이 법 제11조의4 및 시행령 제6조의9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보증금반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협회는 제7조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2. 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

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

용한다. 단, 이 경우 신청 접수일은 전항에 따른 공시가 종료된 날로 한다. <개정 2016.9.8.>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후 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에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부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협회장이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2016.9.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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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보증금 반환신청서

보증금 반환신청서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상호ㆍ명칭 : 

                                         주  소 :

210mm×297mm(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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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보호 모범기준의 제정목적 

제정 목적

이 모범기준은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대부업 이용자의 불만예방

및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기본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대부회사들이

적극 도입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대부업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대부회사의 가치를

제고하여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필요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감시인 및 전담부서 설치 대부업 이용자 

보호 절차 강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요구 불만 등을 경영개선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상품 서비스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대부업 이용자 불만사항의 근원적 해소를 통해 대부회사의 신뢰도 및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의 변경이 필요할시 보호감시인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표

이사 및 경영진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변경된 보호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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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 및 제도  

대부업 이용자 중심 경영방침 및 조직구조 마련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여야 한다 경영방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대부업 이용자 요구사항을 경영활동 등에 반영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 정립

교육훈련 등을 통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대부회사는 회사 내 각 부서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부이용자 보호 및 법령준수의무와 관련된 업무 분장을 확정하여야 한다

업무단위별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각 부서가 업무영역 내에서 대부이용자 

보호 및 법령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위규사항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확보하여야 한다

보호감시인 지정 및 총괄부서 업무 및 권한

가 보호감시인의 지정

지정 및 해임

대부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임원 감사 포함 중에서 독립적 지위의 보호감시인을

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

책임자 임원 감사 포함 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감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사실상 임원 포함 로 하여금 보호감시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감사가 수행하는 내부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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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시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대부회사 내규상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보호감시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감시인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의 업무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기 동안 대부업 이용자 보호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재선임 될 수 있다

대부회사는 보호감시인을 임명할 때 보호감시인으로부터 별지서식 보호감시인 준법

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자격 및 경력

대부회사가 지정하는 보호감시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이하 금융감독원 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에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년이 지난 자

대부업법 상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최근 년간 대부업법 및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 이하 금융감독원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주의 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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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대부회사는 보호감시인에게 당해 대부회사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준수여부와 영업실태 대부업 이용자 보호관련 제도 기획 교육 평가 보상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

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감시인은 당해 대부회사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부업 이용자

권익이 침해 혹은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대부업 이용자 권익 

침해 리스크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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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평가

대부회사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건수 등은 보호감시인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아니하고 민원발생 및 민원

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대부회사는 보호감시인에 대한 근무 평가 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의 업무 및 권한

설치 및 운영

대부회사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진 직속의 독립전담조직으로 운영한다 다만 회사구조

상 최고경영진 직속의 전담조직 구성이 어려운 경우 상기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보호기준 준수

및 민원처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관련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임점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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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상품

판매의 모든 프로세스 개발 기획 및 판매 그리고 민원처리과정 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도개선 대부업 이용자 보호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업무조정 및 역할

분담 등을 포함 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업무개선 제도운영 및 방법의 명확화

개선 안 및 결과 내역관리

제도개선 운영성과의 평가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장 영업프로세스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대부업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논의

회사의 다양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 이슈를 대부업 이용자 보호 관계부서 간 업무

협의의 원활화를 통해 전사적인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호감시인은 대부업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 및 기본 계획 등에 관한 사항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관련 임원 및 부서장과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민원 예방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원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원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및 평가 대내외 홍보

유사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방안의 개발 및 활용

대부회사는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추심 시 그에 따른 업무 

절차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대부업 이용자에게 알리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추심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법령 및 채권추심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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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발생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며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처리방법 과정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업무 분석 평가 등 경영진 보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민원접수 처리결과 및 제도개선 현황 등을 분석

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회사는 임직원이 보호기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관련한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의 금융감독원

보고 규정 시행세칙 의 참고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른 임직원 제재내용의 이사회 보고 징계기록의 유지

시행세칙 의 참고 등

또한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각 대부회사의 내규 에 따라 정하고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위

반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 인사 직제규정 및 준법관리규정 등의 위반 시 징계 방안 준용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민원평가 결과

계획대비 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보호기준 위반 임직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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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프로세스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실시

대부회사는 전 임직원 모집 판매조직 포함 을 대상으로 민원사례 상담화법 응대

요령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 및 민원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

판매조직 포함 에 대한 교육 및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자체 만족도 참여율 민원발생 관련 교육효과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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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기획 개발 과정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상품기획 개발 과정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 불만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신제품 

출시나 새로운 제도 시행 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신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신상품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 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상품개발 관련 자체 내부준칙의 운영

  대부회사는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대부업 

이용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자체 내부준칙(또는 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상품기획 개발 과정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채널 구축

  상품 개발․기획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부업 이용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등 대부업 이용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구축된 업무 프로세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를 하여 이를 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회사의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데 활용하고 민원감축 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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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및 이후 과정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금융상품 판매 원칙의 준수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담당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가 신의 성실의 원칙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대부업 이용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대부업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나 적합성의 원칙

대부회사는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대부업 이용자의 연령 소득 부채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대부업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평가 결과 및 대부 원가요소 등을 합리적

으로 반영하여 대부금리가 산정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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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보호의 원칙

대부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밟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 및 오 남용 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대부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대부회사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다

대부회사의 대부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

하는 행위

대부업 이용자의 재무상태를 고려치 않고 필요 이상으로 대부받을 것을 강요

하는 행위

효율적인 민원관리 시스템의 구축

대부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대부업 이용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회사는 민원처리 시 대부업 이용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법규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대부업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하여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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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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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니터링 기능

대부회사는 민원의 다발성 변동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

하여 조기경보 등을 통하여 민원 예방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신속성 투명성 확보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의 불만을 다양한 접수채널 방문 전화 서신 팩스

인터넷 등 을 통해 접수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불만 처리 시 민원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문서 팩스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민원처리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대부회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민원관련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민원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원접수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민원접수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민원처리 처리결과 입력 및 각종 민원정보 정리 등의 전산화 정도

민원인 정보관리 민원인 관련 정보의 보안 상태 및 조기대응을 위한 분석 

등을 위한 민원내역 관리 상태

민원회신 민원접수사실 및 민원처리 결과 회신 등의 전산화 정도

민원피드백 민원처리에 대한 피드백 정보 관리 수준

기타 전산장애 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한지 여부 등

라 민원처리결과의 화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유형별 원인별 부서별 영업조직별 통계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며 문제영역에 대해서는 조기대응 및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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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대부업 이용자 보호

정보제공 관련규정의 준수

가 정보 내용의 적정성

대부회사는 상품안내장 약관 광고 홈페이지 등 대부업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수단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나 과대 광고로 대부업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글자크기 폰트 글자색 배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운영한다

기준 마련 시 대부업법상 광고 형식 내용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 반영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허위 과장 광고의 금지 등

방송광고 금지시간 평일 오전 시 오후 시

토요일 공휴일 오전 시 오후 시

대부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업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는 크고

읽기 쉽게 제작하고 전문용어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며

그림 기호 등 시각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용이성 확보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대부업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대부업 이용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회사 상호간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기 운영기준 마련은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을 준수하는 것

으로 준용 가능하다

보호감시인은 상품안내장 광고 홈페이지 등을 제작하는 경우 대부업 관계법령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및 회사 내부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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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의 시의성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제공시기 및 내용을 대부업 이용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한다

대부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금융상품 권유 및 정보제공의 원칙

대부회사는 대부업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대부업 이용자가 당해 금융

상품의 종류 및 성격 대부업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

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특히 대부회사가 당해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대부회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대부업 이용자에게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부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약관 등 관련 정보를

대부업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대부업 이용자의 불이익 사항 중도해지시의 불이익 대부업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는 연대보증 관련 사항 등

기타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

특히 취약한 대부업 이용자 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에 대해서는 대부업

이용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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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부회사는 연대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중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상품모집 과정에서도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안내하여 연대보증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중개회사는 연대보증 상품모집 시 보증인에게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대부 신청 정보와 함께 대부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부회사는 대부중개회사로부터 대부 신청 정보와 함께 보증인이 작성한 상기 

확인서를 같이 받아야 하며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시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에 대하여 재차 안내하고 녹취 등을 통해 안내 여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정보제공 관리

가 상품정보 제공

대부회사는 상품정보를 대부업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대부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홈페이지 미 운영시 고객 요청 있을시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으로 제공 에 배치하고 대부회사의 각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대부회사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대부업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오인

하지 않도록 내용을 쉽게 구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나 금융상품 설명의 충실성 확보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대부회사 또는 직원의 금융상품 권유 시 당해 금융

상품 설명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민원유발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상품별 주요사항 및 필수 안내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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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대부 신청 정보와 함께 대부회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대부회사는 대부중개회사로부터 대부 신청 정보와 함께 보증인이 작성한 상기 

확인서를 같이 받아야 하며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시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성격에 대하여 재차 안내하고 녹취 등을 통해 안내 여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정보제공 관리

가 상품정보 제공

대부회사는 상품정보를 대부업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대부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홈페이지 미 운영시 고객 요청 있을시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으로 제공 에 배치하고 대부회사의 각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대부회사가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대부업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오인

하지 않도록 내용을 쉽게 구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나 금융상품 설명의 충실성 확보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대부회사 또는 직원의 금융상품 권유 시 당해 금융

상품 설명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민원유발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상품별 주요사항 및 필수 안내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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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금융상품 주요사항 및 필수안내사항에 관한 정보가 상품 권유 시 제공될

것을 권장한다

다 모니터링

대부회사는 상품 및 경영정보 공시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

확인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총괄부서는 대부업 이용자에게 제공된 정보내용의 적정성 여부

이해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공시기 및 방법 접근의 용이성 등에 대해 공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 관리하여야 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관련 자율공시

가 대부업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 공시

대부회사는 제도개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민원발생 감축효과가 가시적

으로 나타났거나 모범적인 사례 혹은 예상되는 혁신 우수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함으로써 다른 대부회사에서도 대부업 이용자 보호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부업 이용자 보호 전략 공시

대부회사는 최고 경영자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내용 행동

강령 헌장 등 과 대부회사의 대부업 이용자 보호전략에 대한 내용 행동강령 헌장 

등 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체계 정보 공시

대부회사는 당해 대부회사의 상품개발 판매행위준칙의 마련 여부 및 운영현황 민원

처리 및 해당 민원의 환류시스템 운영현황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 체계에 관한 

요약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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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보호감시인 준법서약서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융업무와 관련한 보호기준을 준수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과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로 임하겠습니다.

  2. 나는 회사의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방조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고객이익과 회사재산을 

침해하여 준법서약을 위약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회사 귀중



Ⅲ. 협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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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법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대부업법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
령을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
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

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

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

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
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5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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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이사회가 업승ㄹ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⑥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3조(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
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
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시행령 제6조의6제3항제7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형식․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
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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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항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이사회가 업승ㄹ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⑥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3조(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6제5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 전반에 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제출 요구
  3.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보호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한 경영진 또는 유관부서에 시정 건의 
  5.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제재의견 표명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요구
  7.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
구하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
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시행령 제6조의6제3항제7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말한다. 

  1.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광고의 주체․형식․내용 또는 광고시간 등에 관
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붙임.

[참고]

※ 반환보증예치금제

 ◦ (주요내용) 대부업자가 중개대가로 상위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시 

일정금액(수수료의 3%)을 예치 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

     - 피해신고 접수 시, 반환보증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이후 

상위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 (시행시기) 2013년 8월 20일부터

 ◦ (예치기간) 계약단위별 6개월간 보관 후 환급

 ◦ (반환방법) 여러 대부업체가 있는 경우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안분

    *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와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C)가 피해자에게 

각각 3백만원, 2백만원을 중개한 경우, 대부업체(A) 및 대부업체(B)에 예치된 예치금에서 

6(3백만원/5백만원):4(2백만원/500백만원)의 비율로 반환

반환보증예치금제 예치한도 인하

□ 인하시점 년 월 일부터

□ 변경내용 대부업체가 거래하는 대부중개업체별 예치한도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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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

2012. 8. 7 제정

2012. 9. 1 시행

2012.12.14 개정

2013. 1. 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그 회원

사인 대부금융사가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그 경제적 회생기

회를 마련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협회의 정회원 중 본 협약에 가입한 대부금융사를 말한다.

  2. ‘채권(채무)’이란 당해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대출금

    나. 보증채권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채권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고 협회가 인정하는 채권

  3. ‘채무자’란 회사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을 말한다.

  4. ‘신용회복지원’이란 채권 원리금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

무자의 신용회복 및 파산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채무조정 등을 말한다.

  5. ‘총채권(채무)액’이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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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증인 등’이란 채무자의 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을 말한

다.

제3조(파산신청 전의 조정) 회사는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본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내부기준의 수립) ① 회사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전항의 내부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신용회복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항

  2. 신용회복지원의 심사 기준 ․ 결정 절차에 대한 사항

제5조(회사) ① 회사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협약에 의하여 신용회복지원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신용회복지원업무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

제6조(운영센터) ① 협회는 본 협약의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할 사고사망자 채

무유예감면제도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센터는 각 회사의 신용회복지원 실적을 조사할 수 있으며, 각 회사

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운영센터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회사의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신청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

다.

제7조(운영세칙) 운영센터는 본 협약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개정과 폐지) 협회는 본 협약 참여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

는 때 또는 운영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본 협약의 개정과 폐지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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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용회복지원

제1절 사고자 채무조정제도

제9조(채무조정의 신청자격)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사고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대출상환금 납입 실적이 3회 이상 있는 채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대출금 상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소득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2. 대출금 상환 중 상해 또는 정신질환 등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자로서 

소득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3. 대출금 상환 중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자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대출 실행일 이전 3개월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를 같이 하

고 있는 직계 가족을 말한다)

  ② 채무자의 대출금상환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청받은 보

증인 등으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약에 따라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고자 채무조정 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신용회복지원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운영센터가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

  3.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자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

란자

  6. 최근의 대출실적이 운영센터가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자

  7.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8.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9. 기타 운영센터의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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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용회복지원

제1절 사고자 채무조정제도

제9조(채무조정의 신청자격)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사고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대출상환금 납입 실적이 3회 이상 있는 채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대출금 상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소득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2. 대출금 상환 중 상해 또는 정신질환 등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자로서 

소득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자

  3. 대출금 상환 중 주 소득자인 가족이 사망한 자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대출 실행일 이전 3개월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를 같이 하

고 있는 직계 가족을 말한다)

  ② 채무자의 대출금상환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청받은 보

증인 등으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약에 따라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고자 채무조정 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다만, 신용회복지원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운영센터가 지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

  3.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행위를 초래한 자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인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 문

란자

  6. 최근의 대출실적이 운영센터가 정하는 일정범위 이상으로 과다한 자

  7.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8. 자금의 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9. 기타 운영센터의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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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채무조정의 신청방법) 사고자 채무조정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또는 질병을 사유로 하는 경우 사고경위서 또는 진단서, 입원내역

서 등 사고 또는 질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 소득자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등 주 소득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증명서류

제11조(신청의 효력) ① 회사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채무자 및 그 보증인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

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

보권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

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

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위 등이 중단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상담 및 결정) ① 회사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날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와 대면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하고, 신용회복지

원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또는 상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

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제10영업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용회복지원의 내용) 회사는 사고자 채무조정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채무액 및 채무의 세부 내역

  2. 대출상환금 납부유예 또는 채무액 감면의 세부내역

  3. 채무조정 후 상환방법에 대한 내용

  4. 기타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14조(통보 및 반영) ① 회사는 신용회복지원이 결정된 때 신용회복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회복지원 결정사항을 채무자와의 대출계약에 즉시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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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계약서 작성 

등 사전에 정한 조건을 신청 접수 시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채

무자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신용회복지원을 대출계약에 반영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내용의 이행) ①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채무의 변제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승인된 조건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며, 기존 대출계약의 조

건에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센터는 채무자 및 회사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채무자 및 그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17조(효력의 상실) ① 회사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

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기타 채무자 또는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운영센터가 효력 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

  ② 신용회복지원 결정이 전항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 및 보

증인 등의 책임은 신용회복지원 전의 채무 내용대로 회복된다.

  ③ 회사는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자가 효력 상실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제18조(면책) ①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

해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 등에 대

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절 사망자 채무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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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계약서 작성 

등 사전에 정한 조건을 신청 접수 시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회사는 채

무자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신용회복지원을 대출계약에 반영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내용의 이행) ①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채무의 변제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승인된 조건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며, 기존 대출계약의 조

건에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센터는 채무자 및 회사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채무자 및 그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17조(효력의 상실) ① 회사는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

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기타 채무자 또는 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운영센터가 효력 상실 결정을 

하는 경우

  ② 신용회복지원 결정이 전항에 의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 및 보

증인 등의 책임은 신용회복지원 전의 채무 내용대로 회복된다.

  ③ 회사는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자가 효력 상실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을 부활시킬 수 있다.

제18조(면책) ①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

해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인 등에 대

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절 사망자 채무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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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무감면의 신청자격) ① 본 협약에 의하여 사망자 채무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사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채무를 부

담하게 되는 채무자의 가족인 자

  2. 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청받은 보

증인 등의 사망으로 해당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보증인 등의 가족

인 자

  ② 회사는 사망자 채무감면 신청자가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채무감면의 신청방법) 사망자 채무감면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과 채무자와의 관계증명서류

제21조(신용회복지원의 내용) 회사는 사망자 채무감면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채무액 및 채무의 세부 내역

  2.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 면제에 대한 내용

  3. 채무감면 후 상환방법에 대한 내용

  4. 기타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제22조(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사망자 

채무감면 신청의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의 가족인 자’로 한다).

부칙 (2012.8.7)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12.12.14)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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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세칙

2012. 8. 7 제정

2012. 9. 1 시행

2012.12.14 개정

2013. 1. 1 시행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그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협약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

의를 따른다.

제3조(채권의 범위) 협약 제2조제2호다목의 채권은 이자채권 등 회사가 채무

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신청대상제외자) ① 협약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미 회사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후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운영센터가 부적격한 자로 인정하는 자

제5조(신청주체) ① 신용회복지원신청은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Ⅲ. 협회 규정

415

한/국/대/부/금/융/협/회 

- 1 -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세칙

2012. 8. 7 제정

2012. 9. 1 시행

2012.12.14 개정

2013. 1. 1 시행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고사망자 

채무유예감면제도 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하여 그 세부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협약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

의를 따른다.

제3조(채권의 범위) 협약 제2조제2호다목의 채권은 이자채권 등 회사가 채무

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신청대상제외자) ① 협약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신용회복지원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미 회사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후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운영센터가 부적격한 자로 인정하는 자

제5조(신청주체) ① 신용회복지원신청은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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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및 동의서 등 그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방법) 신용회복지원 신청인은 신청서 및 소정의 증명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회사 또는 운영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회사의 상담협조) 회사는 신용회복지원신청에 관한 채무자의 상담요청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지의 방법) 통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모사전송(FAX),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통지의 효력)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에 발생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신청의 기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2. 소정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서 제출 후 부적격 등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제11조(지원기준) ①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는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총채무 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회사에 대한 채무로 한다.

  ② 전항의 채무는 채무자 본인 명의에 한하며, 보증채무는 제외한다. 다

만, 본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신청 시에 채무자가 이미 회사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보증채무는 포함할 수 있다.

  ③ 신용회복지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종류별로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대출의 종류, 금액 등에 따라 동일기준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불의의 사고) 협약 제9조제1항제1호의 불의의 사고란 천재지변(태풍, 홍

수, 지진 등) 또는 불가피한 사고(화재 등)와 같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건으로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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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환유예) ① 협약 제13조제2호의 채무조정이 대출상환금 납부유예인 

경우 회사는 최소 2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

안의 이자를 면제한다는 것을 채무조정의 세부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협약 제13조제2호의 채무조정이 채무액 감면인 경우 회사는 감면되는 

채무액 및 감면 후 채무액을 채무조정의 세부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감면) 협약 제21조제2호의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내

용은 원금에 대하여는 2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비율로 면제, 

이자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를 말한다.

제15조(운영센터의 중지요청) 회사가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협약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운영센터가 인지하거나, 관련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운영센터는 제5영업일 이내에 조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행위의 중지

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업무처리기준의 제정 등) 협약 및 세칙의 운영을 위한 세부업무처

리기준 및 서식 등은 협회가 정한다.

부칙 (2012.8.7)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12.12.14)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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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환유예) ① 협약 제13조제2호의 채무조정이 대출상환금 납부유예인 

경우 회사는 최소 2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의 납부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

안의 이자를 면제한다는 것을 채무조정의 세부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협약 제13조제2호의 채무조정이 채무액 감면인 경우 회사는 감면되는 

채무액 및 감면 후 채무액을 채무조정의 세부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감면) 협약 제21조제2호의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 면제에 관한 내

용은 원금에 대하여는 2분의 1이상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비율로 면제, 

이자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를 말한다.

제15조(운영센터의 중지요청) 회사가 신용회복지원 확정 이후 협약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운영센터가 인지하거나, 관련민원이 제기된 경우에 

운영센터는 제5영업일 이내에 조사 및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행위의 중지

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업무처리기준의 제정 등) 협약 및 세칙의 운영을 위한 세부업무처

리기준 및 서식 등은 협회가 정한다.

부칙 (2012.8.7)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 (2012.12.14)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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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 조 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부업 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부업자 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채무자 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하는 자를 말한다

보증인 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 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 조 실명거래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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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부업자 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채무자 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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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할 종 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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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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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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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 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 조 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 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대부업자 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부업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대부금액

이자율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 조 이자율 등의 제한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포함 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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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 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 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 조 비용의 부담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 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 보전

해지 포함 에 관한 비용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 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조 상사법정이율 에 의한 연 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년을 일로 보고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조 계약서의 교부 등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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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

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 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제 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파산신청이 있는 때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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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

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 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 를 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조 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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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

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제 항 내지 제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 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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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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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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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

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

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 조 통지사항 및 효력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 휴 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

폐업한 경우포함 경우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 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 조 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 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조 신용정보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

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 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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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하기로 한다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이행장소 준거법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 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대부업자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시

까지를 말한다 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 보증인을 포함한다 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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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외의 사람 보증인을 포함한다 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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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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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

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 채권추심과 관련

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

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 조 약관의 변경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

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 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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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굵은 선 부분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합니다

계  약  내  용 

대부업자
상호또는성명                        TEL
사업자등록번호 -
대부업등록번호

주    소

채 무 자
성    명                        TEL

생년월일(성별)
주     소

보증인

성     명                        TEL
생년월일(성별)

주     소

보증채무내용
계약일자
보증기간

보증채무최고금액
연대보증여부

대  부  금  액*     금                      원정(￦                     )
 * 신규계약: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연장계약: 잔존 채무잔액
   추가대출계약: 기 대출금액 + 채무자가 추가로 실제 수령한 금액

 이     자    율 월이율          % 연체이율 월이율          %
연이율 % 연이율 %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__________%입니다.
 ※ 이자계산방법 예시
    (대부잔액×연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이용일 수
    (대부잔액×연 이자율÷12)×이용개월 수

계약일자(대부일자) 
 대부기간 만료일 
분 할 상 환 일    .   .

이자율의 세부내역  
은행계좌번호

변 제 방 법
 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

자가 약정한 방법에 의한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한다.

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

(자세하게 기재할것)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비용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기한
※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3. 들었음)

회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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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굵은 선 부분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합니다

계  약  내  용 

대부업자
상호또는성명                        TEL
사업자등록번호 -
대부업등록번호

주    소

채 무 자
성    명                        TEL

생년월일(성별)
주     소

보증인

성     명                        TEL
생년월일(성별)

주     소

보증채무내용
계약일자
보증기간

보증채무최고금액
연대보증여부

대  부  금  액*     금                      원정(￦                     )
 * 신규계약: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연장계약: 잔존 채무잔액
   추가대출계약: 기 대출금액 + 채무자가 추가로 실제 수령한 금액

 이     자    율 월이율          % 연체이율 월이율          %
연이율 % 연이율 %

 ※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__________%입니다.
 ※ 이자계산방법 예시
    (대부잔액×연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이용일 수
    (대부잔액×연 이자율÷12)×이용개월 수

계약일자(대부일자) 
 대부기간 만료일 
분 할 상 환 일    .   .

이자율의 세부내역  
은행계좌번호

변 제 방 법
 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

자가 약정한 방법에 의한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한다.

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

(자세하게 기재할것)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비용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기한
※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3. 들었음)

회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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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채무자 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부보증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개정)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 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

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

어야 할 사항 참조

년     월     일

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채무자가 대부업자 이하 대부업자 라 한다 에 대한

제 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

연대보증인은 제 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 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428

2020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부록 _1권 대부업 법령·서식

- 2 -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 조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     무    자
성    명 

주    소 

거  래   약  정 년  월  일자         약정서

채  무   금  액 금                               원

상  환   기  일 년          월          일  

이     자    율 연               

지  연  배 상 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년을 일로 

보고 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

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원 

보증의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연체이자율

특약사항

제 조 계약서의 교부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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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 조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     무    자
성    명 

주    소 

거  래   약  정 년  월  일자         약정서

채  무   금  액 금                               원

상  환   기  일 년          월          일  

이     자    율 연               

지  연  배 상 금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년을 일로 

보고 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

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 금                     원 

보증의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금                     원

연체이자율

특약사항

제 조 계약서의 교부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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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대부업자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대

부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 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대부업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

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

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

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담보 등의 변경 해지 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해제할 수 있다

제 조 기한이익상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 조 제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는 경우 대부업자는 제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

유를 대부업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부업자가 부담한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

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보증인

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대부업자의 통지의무 등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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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무를 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야 한다

대부업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조 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보증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영수증 등의 교부 대부업자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

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

부하여야 한다

제 조 통지사항 보증인은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 휴 퇴직 또

는 전 폐업한 경우 포함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대부업자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

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보증인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시까지를 말한다 에 보증인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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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보증인이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보증인 또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보증인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보증인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보증인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보증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보

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

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

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

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지역

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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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 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

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

다

용 어 해 설

최고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

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

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

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분별의 이익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

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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