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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행(community bank)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단기예금을 받아 장기 투자를 하는 

전형적인 은행모델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그

들의 투자 대상은 주로 소규모 기업, 농업,

부동산대출 등이다. 그로 인해 지역은행들은 

투자로 인한 신용리스크, 금리리스크, 집중

도 리스크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하지

만 거대은행들이 실행의지나 능력이 없는 

지역투자의 위험을 부담함으로 인해 지역은

행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은행들은 고객

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지역과의 밀

접한 관계로 인해 그들의 경쟁자보다 민첩

하게 대출수요에 대응한다.

- Ben S. Bernanke(2012) -

Community Banking

쟁점과 대안

지역금융은 지역단위에서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층 등의 금융수요에 부응하여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외환위기 및 2003년 

가계신용위기 이후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축소로 중소기업, 자영업, 저신용자 등의 

금융접근성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저신용자의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2007년 89만 명에서 2012년 251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았으나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금융소외계층은 434만 명에 약 20조원의 대출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금융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금융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IMF 이후 대형금융기관 위주로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지역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지방은행은 퇴출과 합병 등으로 정리되었다. 둘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수신 자금을 

지역내 영세기업과 서민에게 대출하기보다는 지역외 대형투자와 부동산 PF로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금융자금의 역외 유출비율이 32.6%에 이르렀다. 셋째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건전성 확대정책

으로 인해 지역금융기관이 신용대출 등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고 금융자금의 역외유출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의 지원에 특화된 금융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신협과 새마을

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에 협동조합 전용지원 창구를 신설하거나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제도권 금융기관-대부업 등 금융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하는

민간주도의 서민금융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셜펀딩을 통한 지역단위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조성하여야 한다. 4) 전통적인 대동계(契)가 새로운 로컬뱅킹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정성확보 장치로서 보증보험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

금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5) 경기도는 지역금융기관과 경기신용보증

재단의 연계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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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역금융의 현황과 실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금융 중요성 부각 

 지역금융은 지역단위의 중소기업, 자영업,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로 

관계금융에 기초한 금융서비스를 의미

○ 지역금융기관은 지방은행과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금융기관

여신액의 22.9%(371조원)를 차지

- 지방은행은 부산, 대구, 경기 등 10개 은행이 있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4개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6개만 존속

<전국 금융기관 여신액 대비 지역금융기관의 비중> <지역금융의 범위>
(단위 : %, 10억 원)

구   분 ‘95년 ‘00년 ‘05년 ‘10년 ‘12년 ‘12년 
여신액

지역금융계 23.4% 20.5% 23.9% 24.3% 22.9% 371,543

지방은행 4.7% 3.5% 4.6% 4.8% 5.5% 88,673
지역밀착형

금융계 18.7% 17.0% 19.3% 19.5% 17.5% 282,870

상호저축은행 6.2% 2.8% 4.1% 4.5% 2.0% 32,276

신용협동조합 2.2% 2.1% 1.5% 1.9% 2.0% 32,143
상호금융 7.6% 9.5% 10.9% 10.0% 10.0% 161,634

새마을금고 2.8% 2.7% 2.9% 3.1% 3.5% 56,817

주 : 지방은행 여신액의 95년 수치는 96년 수치로 대체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지역밀착형 금융은 제1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생계와 

사업자금 용도로 소액대출을 하는 기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

- 저축은행은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2금융권으로서 

대부업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설립의 법적 근거는 다르지만 

소규모 지역단위의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신용협동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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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안정적인 서민금융역할을 해 온 선진국의 

지역밀착 금융기관 활성화에 대한 관심 고조

○ 2천년대 경제위기과정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위상이 저하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의 신용협동조합은 경제위기를 비껴가며 금융소외계층을 보호

- 미국의 신용조합 회원수는 9천 2백만 명으로 인구의 44%에 해당하며  

캐나다는 1천 1백만 명임 (2010년 기준, 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의 퇴출로 중소기업 및 

서민의 금융소외가 확대되어 지역금융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

- ‘97년 1,666개였던 신용협동 조합수가 인가취소 및 파산 등으로 ‘11년에는 

954개로, 상호저축은행은 231개에서 98개로 축소

 지역금융 위축으로 중소기업 대출 축소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09년 46.5%에서 ’12년 41.7%로 감소

-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비은행 예금기관의 기업 대출 

비중도 ‘09년 54.4%에서 ’12년 44.9%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추이>
(단위 : 억 원, %)

은 행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비율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비율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비율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비율
예금은행 9,570,295 46.5 9,898,002 44.5 10,672,486 42.6 10,997,820 41.7

지방은행 637,007 66.5 688,154 65.6 792,756 64.1 - -

비은행예금기관 307,845 54.4 327,870 50.6 345,702 46.8 349,593 44.9

주 : 1) 예금은행은 시중은행(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신한, 한국시티, 국민),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 수협)의 합을 의미함. 　

2) 비은행예금기관은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의 합계임.
자료 : 금융감독원, 2012년 은행경영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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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2009년 66.5%, 2010년 65.6%, 2011년 

64.1%로 감소추세

- 비은행예금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9년 54.4%에서 2012년 44.9%로 

큰 폭 감소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보다 지방은행이 소재한 지역에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평균적으로 지방은행이 소재한 지역에서도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보다는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게 나타남 

- 지방은행이 소재한 지역에서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63.5%),

경남(59.1%), 대구(56.7%), 광주(56.5%), 전북(56.2%), 부산(51.8%)

- 지방은행이 지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비중(2012년)>
(단위 : 10억 원, %)

지역 대출금
(2012)

중소기업 대출
2012 2009 2007

서울 453,587 33.9% 42.0% 42.2%

부산 71,708 51.8% 55.3% 53.3%

대구 42,708 56.7% 58.1% 55.2%

인천 60,034 39.4% 45.0% 45.3%

광주 20,824 56.5% 59.1% 58.8%

대전 21,968 39.5% 43.4% 41.9%

울산 17,898 48.0% 53.3% 51.3%

경기 237,118 40.0% 40.9% 41.1%

강원 12,144 47.4% 49.4% 45.9%

충북 15,673 48.1% 52.4% 52.2%

충남 24,703 45.8% 48.1% 50.2%

전북 20,492 56.2% 57.5% 56.6%

전남 14,945 57.3% 62.0% 59.9%

경북 25,858 60.5% 63.9% 61.8%

경남 52,023 59.1% 64.7% 61.0%

제주 6,512 63.5% 62.5% 58.3%

전국 1,099,782 41.7% 46.3% 46.1%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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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금융기관의 서민과 영세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 미흡

 서민과 영세자영업 대상인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가 미미하며 

예금은행 대비 여신 비중도 감소추세

○ 예금은행의 여신증가율이 최근 2년간 11.4%를 나타낸 반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여신증가율은 0.2%에 그침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여신증가율이 낮은 원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이 

최근 2년간 50%나 감소하였기 때문

-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여신 증가율은 최근 2년간 각각 

26.1%, 16.6%로 예금은행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예금은행에 대한 여신 비중이 ‘10년 28.6%에서 ’12년 

25.7%로 2.9%p 감소

<지역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추이>
(단위 : 십억 원, %)

지    역 예금은행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합계 예금은행에 
대한 비중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전국

2010 987,148 282,252 28.6% 64,746 27,553 45,033 144,920

2011 1,063,193 291,113 27.4% 50,238 30,823 52,880 157,172

2012 1,099,782 282,870 25.7% 32,276 32,143 56,817 161,634

2년간 증가율 11.4% 0.2% -50.1% 16.6% 26.1% 11.5%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자영업 등 중⋅저소득층의 상당수가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

 제도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금융배제자는 약 434만 명이며 대출수요는 

20조 7천억 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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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 7-10등급 629만 명의 81.9%인 515만 명 중 햇살론 등 정책금융 

수혜자 81만 명 제외하면 금융배제자는 약 434만 명으로 추정

-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의 금융기관 이용비율이 18.1%(은행 6.6%, 비은행 

11.6%)로 나머지 81.9%는 금융서비스 소외 계층에 해당

- 즉 저신용자 629만 명 중 18.1%인 114만 명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 81.9%인 515만 명은 금융소외 계층  

<신용등급별 인구분포>

신용등급 인원수 (명) 비중 (%)

1 3,781,046 9.3

2 5,981,005 14.7

3 6,952,606 17.1

4 6,219,986 15.3

5 6,385,312 15.7

6 5,149,751 12.6

7 3,112,468 7.6

8 2,046,237 5.0

9 696,187 1.7

10 435,259 1.1

합계　 40,759,857 100.0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불량률>

자료 : KCB,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13.2). 햇살론 분석보고서,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불량률”, 연합뉴스(2012.8.16).

○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629만 명 중 금융배제계층 434만 명에 대한 

금융수요 약 20조 7천억 원으로 추정

- 금융소외자 515만 명에 1인당 5백만 원을 대출할 경우 약 25조 7천억 원 

금융수요 발생. 이중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정책적 자금공급은 5조원으로 

20조 7천억 원 정도 초과 수요 발생1)

1) 정찬우(2010). “서민금융정책의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VIP시리즈 2010-15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정부보증 및 

신용회복을 통한 서민금융공급은 약 5조원에 달하는 반면, 서민의 소액신용대출 수요는 최대 22조원에 달하여 서민금융

시장에 초과수요가 상존한다고 주장함. 소액신용의 공급소요량은 기존 고금리대출에 대한 대환대출(5.0조원),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대출(0.9조원), 신규대출(16.2조원)의 세 가지로 나누어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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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거래자수는 ‘12.6월 기준 250.5만 명이고 대부잔액은 8조 4,740억 원으로

’07.9월 89만 명, 4조 1,046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12.6월 현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 11,702개로 ‘10.6월 

15,380개, ’11.6월 13,384개보다 감소추세 

- 지역별로는 서울(4,058개), 경기(2,274개), 인천(525개) 등 수도권에 등록업체의

58.6%가 집중 

-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10.7월 49% → 44%, ‘11.6월 44% → 39%) 이후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연차별> <지역별(2010년 하반기)>

자료 :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거래자수 및 대출금액 추이>

○ 대부업 거래자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의 이용비중이 85.7%, 1~6등급은 

14.3% 차지

-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38만 원이고 이용자직업은 회사원(63.4%),

자영업자(21.9%), 학생⋅주부(6.5%) 등의 순임

- 대출 목적은 생활비(47.5%), 사업자금(19.2%), 타대출 상환(1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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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금융 부진의 원인

 자금의 역외유출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지역금융산업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외 자금유출이 심화되어 지역내 자금의 중앙 집중

가속화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수신 자금을 지역외 대형투자와 

부동산 PF로의 대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음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로의 유출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심각

- 전국적으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 비율은 ‘07년 24.8%에서 ’12년 32.6%로 증가

- 지역별 역외 자금유출 비율은 제주(49.3%), 경북(46.2%), 전남(44.5%), 대전 

(44.1%) 등의 순이며 지역내 예금의 약 50%가 지역외로 유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지역별 역외유출비율(2012년 기준)>
(단위 : %)

구분 2012년 2009년 2007년
서울 33.0 25.4 21.6

부산 39.3 37.4 32.7

대구 34.8 38.9 23.0

인천 24.4 16.1 13.7

광주 33.8 36.0 24.7

대전 44.1 36.0 28.4

경기 28.6 19.8 12.8

전북 34.5 33.1 29.4

전남 44.5 30.0 37.8

경북 46.2 46.1 40.6

경남 33.3 36.0 32.0

제주 49.3 45.1 24.5

전국 32.6 29.7 24.8

주 : 역외유출비율 = (예금-대출)/예금×100.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외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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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을 중심으로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가 이루어져 지방은

금융구조가 다소 열악하여 지역경제를 뒷받침해주는 데 한계  

○ GRDP대비 금융자산비율인 금융연관비율은 전국 평균이 3.54인데 반해,

서울은 7.25로 지역경제 생산규모에 비해 금융자산이 7.25배 많게 나타남 

- 대구, 부산, 대전 등 대도시가 금융연관비율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충남,

전남, 경북, 울산 등의 지역은 작게 나타남

<지역별 금융연관비율(2012)>

주 : 1) 지역별 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예수금+대출금)/GRDP. 금융자산=예금은행+비은행기관+생명보험회사,
GRDP는 2011년 기준. 금융연관비율은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지표임.

2) 금융업 비교우위도 = (국내금융업 부가가치 대비 지역별 금융업 부가가치) / (GDP 대비 지역별 GRDP).
자료 : 한국은행, 지역금융통계 ; 통계청(2011). 지역계정.

○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업의 비교우위도가 낮아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부문의 서비스가 취약   

- 전 산업 부가가치 대비 금융업 비중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 인천,

충남, 경남 등의 지역이 3-4%로 금융업이 지역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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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관계금융의 역할 미흡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역금융기관이 지역에서 관계금융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키워내고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적절한 금리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역할 미흡

○ 대표적 관계금융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기관 등은 담보대출 

중심이고 신용대출비중은 10% 내외로 미미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담보대출 증심이고 신용대출은 아주 소액이나 직장 

등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해주고 있음 

- 농⋅수협의 단위조합도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역할을 제외하고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

<지역금융기관의 신용대출비중>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호저축은행 24.6 21.0 19.6 19.3 18.7 26.1 27.1

농업협동조합 16.0 14.0 12.5 11.5 10.3 - -

신용협동조합 21.8 17.6 14.9 12.1 9.6 8.6 -

새마을금고 0.2 0.8 1.1 2.1 1.5 2.6 -

주 : 각 년도 12월 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신협중앙회, 신협통계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통계 ; KIF(2013).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관계금융의 정의 및 특징>

담보나 과거실적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그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거래, 관찰, 지속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라 한다.

창업자, 영세사업자, 저신용자 등은 담보가 부족하고 과거 영업실적이나 소득 등 신용상태를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은행에서 신용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렵다. 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들 계층에 대해서 정보수집비용이 높고 대출상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금융기관은 은행보다는 그들과의 지속적인 접촉과 거래, 관찰, 지속적인
현장방문 등 관계금융을 통해 정보수집 비용을 낮추고 대출상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선발
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창업자, 영세사업자, 저신용자는 금융기회가 확대되어 담보없이 
적절한 금리로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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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지배구조 개혁 및 경영효율화 미흡으로 

경쟁력 강화에 한계

○ 2012년 전체 금융사고 747억 원(184건) 가운데 서민금융회사가 304억 원 

(75건)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

- 서민금융기관의 금융사고 중 횡령유용이 184억 원(54건), 배임 88억(14건),

사기 32억 원(5건)임

- 2011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의 경우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최근 5년간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은   행 557(47) 388(48) 5,865(58) 534(74) 283(59)

서민금융 301(76) 333(64) 635(70) 600(49) 304(75)

금융투자 200(13) 473(7) 387(17) 71(12) 124(14)

보   험 27(87) 51(80) 29(46) 35(44) 36(36)

합   계 1,085(223) 1,246(199) 6,916(191) 1,240(179) 747(184)

주 : ( ) 안은 금융사고 건수.
자료 : “2012년 금융사고 현황 및 감독 대응방안”,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 보도자료(2013.3.11).

○ 건전성강화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기법도 정교화 되어야 하나,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달라 감독이 상이 

- 각 상호금융조합 기관별 수행업무는 동일하나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달라 

규제가 상이(각 주무부처가 규제 등 제도 운용, 금감원⋅중앙회가 

감독⋅검사)

- 독일의 신용협동조합 은행이 파산사례 없이 건전성을 유지한 이유는 

연합회의 자체 감사조직과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이중 감사감독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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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금융 육성보다는 구조조정과 규제 강화의 정부정책   

 대형 금융기관 위주의 구조조정과 지역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강화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 위축

○ 상호저축은행은 ‘97년말 231개가 영업하였으나 23개가 신설되고 156개가 

퇴출되어 ’11년말 기준 98개만이 영업 

- 신용협동조합은 ‘97년말 1,666개가 영업하였으나 18개가 신설되고 730개가 

퇴출되어 ’11년말 기준 954개만이 영업

- 지방은행은 대형금융기관과 합병되면서 ‘97년말 10개에서 6개로 감소 

<은행 및 지역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 현황>
(단위 : 개, %)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A)

구 조 조 정 현 황

신설등 현재
기관수인가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중
(B/A)

은  행 33 5 11* - 16 48.5 1 182

저축은행 231 1,279 28 1 156 67.5 23 98

신  협 1,666 2 153 575 730 43.8 18 954

주 : 은행합병은 하나[(하나+보람)+서울], 조흥(조흥+충북+강원), 농협(농협+축협), 우리[한빛(상업+한일)+평화].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2011). “2011년 4/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자료”.

○ 서민금융은 시장논리에 의한 해결이 어려우며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나 그동안 정부는 규제위주의 정책을 추진 

- 관계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신협과 새마을 금고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점설치우대 등의 정책수단 부재로 관계금융 활성화에 제약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업무제한으로 은행들과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거액 여신중심의 건전성규제보다는 모든 여신의 일률적인 건전성규제 

강화로 소액의 신용대출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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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소금융 등의 저신용자 정책금융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수요에 

미치지 못함

○ 최근에 정부는 미소금융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아 ‘12년 

81만 명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못 미치며 연체율도 증가 추세 

- 금융소외자 515만 명에 대해 약 25조 7천억 원 금융수요 발생. 이중 미소금융

등 정책적 자금공급은 5조 원으로 20조 7천억 원 정도 초과 수요 발생

- ‘12년 12월 미소금융 연체율은 5.7%, 햇살론 연체율은 9.9%로 ’10년 12월의 

각각 1.6%, 0.03%에서 크게 상승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대출
대상

신용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신용5~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신용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이자율 연2~4.5% 연9~12% 연11~14% 연8~12%

대출
한도

운영자금：2,000만원
창업자금：7,000만원

무등록사업자
：500만원

긴급생계：1,000만원
운영자금：2,000만원
창업자금：5,000만원
대환자금：3,000만원

2,000만원
(용도 제한 

없음)

3,000만원
(전환 한도)

이용
금액 2,746억 원 6,109억 원 1조9,879억 원 6,727억 원

이용
건수 8만8566건 27만9958건 40만7468건 14만0403건

<서민금융 현황 및 연체율(%) 추이>

주 : 이용금액은 2012년 수치.
자료 : 금융위원회.

○ 저소득층의 심각한 가계부채에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자금대출이 어려워 

44.6%가 대부업 등에 의존2)

- 신용대출에 있어서 소득분위별 금융기관 대출비율을 보면, 고소득층은 

은행의존도가 높고 저소득층은 기타(대부업 등)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소득 1분위 계층은 신용대출에 있어 은행 의존도가 43.2%, 비은행금융 

기관의 의존도가 9.0%, 대부업 등의 의존도가 44.6%에 달함 

2) 통계청(2012).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인용하였으며 통계수치는 2012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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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금융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금융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부활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낮고 금융자금 역외유출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행 부활 추진    

○ 금융지주회사의 지역본부를 지방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지역내 대형 상호저축 

은행을 지방은행화

- 대형 시중은행의 자회사 형태인 독립 법인으로서 지방은행을 설립하고 

지역 관계금융을 강화    

- 대형화된 상호저축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전환하여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은행에 준하는 소유구조, 지배구조 및 감독체제를 확립 

<일본 상호은행의 제2지방은행 전환 사례>

일본정부는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다른 금융회사들과 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자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상호은행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1980년대 말 상호은행을 보통은행으로 전환하고 명칭도 제2지방
은행으로 바꾸었다. 현재는 중소기업 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업무 영역은 시중은행과 거의 같지만 외환 
취급 등은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수신을 기반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현재 지역 중소기업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철저히 지역은행의 역할을 수행한 일본 제2 지방은행은 기업금융의 비중이 
높아도(70% 수준) 지역 밀착형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에 치중하면서 성공한 모델이 됐다.
일본의 제2지방은행은 무진회사(無盡會社)에서 출발, 1953년 상호은행법 제정으로 상호은행으로 전환 후,
1988년 ‘금융기관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1989∼1990년 상호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일제히 전환,
기존의 지방은행과 구분된 제2지방은행으로 분류, 1현 1행주의에 의한 제1지방은행은 63개사, 제2지방은행은
53개사가 있다. 지역밀착형 영업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중심의 대출에도 불구하고 부실이 축소되고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 : “저축銀 명칭 환원 논란...상호신용금고는 맞는 명칭?”, 이투데이(2011.7.1).
“일본․미국의 저축은행”, 한국경제매거진(2011.12.7).

○ 최근 지방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계기로 지역금융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유도

- 2011년말 기준 지방은행의 평균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은 10.08%로서

시중은행 평균 9.27%를 상회 

- 서민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을 통한 지역밀착형 경영 확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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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수익성지표추이>
(단위 : %)

은  행  명
자 기 자 본 순 이 익 률 ( R O E )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시중은행평균 16.04 8.46 6.12 7.27 9.27

대    구 19.20 17.37 10.06 11.77 11.75

부    산 19.42 17.55 12.22 14.23 14.04

광    주 16.35 11.94 6.51 10.22 6.78

제    주 10.16 14.04 6.12 8.20 5.00

전    북 7.98 12.23 12.47 12.59 9.30

경    남 18.37 18.36 14.09 9.70 4.88

지방은행평균 17.69 16.37 11.06 11.86 10.08

일반은행평균 16.17 9.11 6.55 7.69 9.34

특수은행평균 12.13 3.86 4.39 6.41 6.73

국내은행평균 14.60 7.17 5.76 7.22 8.40

자료 : 금융감독원.

 협동조합 지원에 특화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구축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에 협동조합 전용 지원창구를 신설하거나

이들 지역금융기관을 협동조합은행으로 전환  

○ 지역금융기관의 협동조합전용 지원창구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협동조합은 대출심사기준인 자본금규모, 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지표에서 불리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  

○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를 장기적으로 유럽식 협동조합 

은행으로 변모시켜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운영-감독 역량을 강화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형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감독 강화가 선결과제

-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신협과 같이 경영에 대한 감시기구인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이 경영에 직접 간여하지 못하도록 이사회와 경영의 분리구조가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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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신용협동조합 은행의 사례>

독일 신용협동조합은행은 1,200개 정도의 단위신협과 2개의 신협중앙회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단위신협과 
중앙회는 각각 독립된 은행이다. 신협중앙회별로 모기지대출, 자산운용, 보험, 리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그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단위신협은 독일 경제활동인구의 40% 정도인 1,600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단위신협이 독일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기준 16%, 점포수 기준 32% 정도이고 1974년부터 비조합원도 거래
대상이다. 단위신협은 법상 증권업무를 포함 모든 은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예금, 대출, 자금이체,
신용카드, 간단한 증권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특히 소매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개인대출시장에서 협동조합은행이 저축은행과 함께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거의 반반인데 대출의 많은 부분이 지역 상공업자와 농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관계금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신협의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은 신협중앙회와의 거래를 통해 
해결한다. 또한 1930년대 이후 독일 신용협동조합은행은 파산한 사례가 없어 뛰어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독일 신용협동조합은행의 건전성은 연합회의 자체 감사조직과 독일의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라는 이중 감사 감독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이다. 독일 신용협동조합은행은 관계금융을 통해 좋은 
은행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건전성 안정성도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도 독일의 협동조합은행과 비슷한 성격의 금융기관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의 단위조합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런 금융기관은 관계금융 면에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담보대출 중심이고 신용대출은 아주 소액이나 직장 등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해주고 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농․수협의 단위조합도 정부의 정책자금 공급 역할을 제외하고는 신협, 새마을금고와 거의 차이가 없다.

자료 : 송현경제연구소(2013.3.5). 관계금융과 협동조합은행(http://cafe.daum.net/songhyun-eco).

 소셜펀딩을 통한 지역단위 “마이크로 크레디트” 
3) 설립 운영  

 제도권 금융기관-대부업 등 금융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회적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서민금융 확대  

○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소외가 확대된 반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저신용자의 

금융수요 초과상태는 확대되어 대안금융인 사회적금융이 필요

- 유럽의 협동조합은행은 제도권 금융기관과 고금리 사금융 사이에 존재하여 

완충역할을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제2금융권의 서민신용 

대출이 크게 위축

○ 우리나라 대부업의 40%대 고금리는 신용협동조합 등 사회적 금융의 역할 

미흡에 기인하므로, 사회적 금융제도 정착으로 사금융의 고금리 완화를 도모

3) 마이크로크레디트는 기술과 경험은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해 일반 금융사를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소액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하여 자활을 돕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소셜펀딩은 불특정 다수가 소액을 기부 또는 

투자하여 자금을 모으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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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유형구분>

구   분 영리(주주가치) 비영리(이해관계자 가치)

제도권기관
1. 예금은행(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저신용와 빈곤층 금융배제

2.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협동조합은행
- 지역성, 금융배제층에 대한 기회제공 (관계금융 성격)

대체기관

3. 대부업, 여신전문금융회사
- 영리추구형 서민금융, 금융배제층이 

최후로 선택
- 높은 금리와 낮은 소비자 보호

4. 미소금융, 햇살론, 사회적금융
- 금융회사-NGO-정부협력에 의해 금융배제층(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기회제공 
- 지역성과 관계금융 성격

 민간주도의 소셜펀딩(social funding)과 자치단체의 출연을 통해 광역 

경제권 단위의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금융기관 설립 운영  

○ 마이크로크레디트 금융기관의 설립과정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초기의 재원 

조성과정에서 출연을 하고 민간부문의 소셜펀딩에 의해 재원조달 추진

- 마이크로크레디트 금융기관의 운영범위는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능을 수행    

-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교육연구사업, 학자금 융자사업 등을 수행  

<우리나라 사회연대은행>

1. 성격 : 사회적가치를 창조하는 대안금융으로 2002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연대은행(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으로 설립허가, 2003년 2월부터 사업시작

2. 2012년 지원실적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실적(168건 30억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자금지원 
25건 23억 원, 사회적발굴지원 6억 원) 등, 10년간 1,653개 업체에 320억 원을 부담보⋅무보증으로 대출

3. 기금조성 : 2012년까지 62개 기관서 3,252억 지원, 2007년 ‘휴면예금 관리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정으로
휴면예금 활용이 가능해짐

자료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www.bss.or.kr).

○ 초기 마이크로크레디트 금융기관의 규모는 1,000억 원 규모로 추진, 광역경제권

자치단체 500억 원 출연금과 민간부문의 소셜펀딩 500억 원으로 설립 

- 민간부문의 소셜펀딩은 기관 및 개인에 의한 펀딩으로 구성되며, 초기 

기관중심에서 개인에 의한 펀딩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킴

- 영국 채리티 은행의 경우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대출수요를 

담당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서민 및 중소기업 부문에 대출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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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영국 채리티 은행 사례>

영국의 채리티 은행은 2002년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해 6백40만 파운드 투자로
설립된 비영리 자선은행으로서 자선단체 및 사회적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하고 
있으며 전체직원은 34명이다. 채리티 은행의 모든 수익금은 자선부문에 재투자
되며, 2012년 0.5%의 미수금을 기록, 대부결정에서 자금의 사회적 파급효과
(Social Impact)를 가장 우선시 한다. 2002년 설립이후 영국 전역에 2.05%의 
이자율로 1억6천5백만 파운드를 대출하여 3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들 자금은 자선단체 및 지역사회 조직에게 대출을 하며 만기전 자금
상환은 금지되어 있다. 사회적 모금성격의 수신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1인당
250파운드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006년 처음으로 대출금이 1억 파운드를 
초과하였고, 대출금의 사용처는 대부분 자산구입 및 위탁, 개발, 자본투자,
자산구입, 단기융통자금, 운영자금, 펀드증액을 위한 활동 등이다. 5년 기준의 
대출을 하며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 : 채리티 은행 홈페이지(http://www.charitybank.org/).

 전통적인 대동계(契)를 대안금융으로 활성화 

 전통적인 대동계(契)를 새로운 로컬뱅킹으로 활성화하도록 곗돈에 대한 

보증보험 제도를 신설

○ 마을단위의 대동계를 하는 사람들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마을금고로 발전하기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선별적으로 곗돈에 대한 보증보험제도를 신설 

- 대동계는 마을 단위에서 저축목적과 마을공동사업(보육원 및 유치원 

공동건립, 유통시설 건립), 조합원의 긴급자금대출 등의 목적으로 시행

- 부금의 10%-20%정도는 마을공동사업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80-90%는 

조합원의 저축으로 활용

○ 정부는 서울보증보험회사에게 신원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 

보증, 분양보증보험과 같이 곗돈 보증보험 상품을 만들도록 건의

- 정부와 지자체는 곗돈보증보험료(예를 들면 보증금액의 5-10%)의 일정 부분을

지원

- 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역사회발전의 기여도가 큰 대동계를 중심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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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명 특징

성미산마을 대동계

1994년 20여 맞벌이가구가 공동육아를 위해 어린이집을 만든 것을 계기로 육아, 교육,

생활, 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공동체로 성장하였으며, 두레생협, 대동계, 동네금고 등 
사회적 경제에 관한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짐. 곗돈은 형편에 맞게 적립하며 마을행사,

개인 또는 지역단체에 대출, 복지활동, 마을기업 출자에 쓰임. 실질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네금고로 발전하였음. 소액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손을 벌릴 수 
있는 마을금고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마을기업이 문을 열 때는 그 마을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출자를 

신림동 대동계
마을기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드는 주민들을 위해 출자금을 모으는 계모임으로 계원들을
위한 대출사업을 함. 계원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만큼 자신이 출자하고 싶은 마을기업에 
출자할 수 있음.

영등포산업선교회 
다람쥐회

1978년 영등포산업선교회가 당시 빈곤계층인 어린 여공들을 대상으로 설립한 경제커뮤니티로,

90년대 말부터는 노숙자⋅일용노동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함. 다람쥐회는 자연스레 주민등록
말소나 금융채무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빈곤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은행’으로 
거듭났으며, 다람쥐회에 가입한 노숙자 및 일용노동자는 현재 188명, 총 저축액은 1억 
5,000여만 원에 이름(2008년 기준).

반야월대동계

2011년 대구 동구 안심지역 마을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지역 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목적의 친목계로, 친목활동, 경제적 유대활동, 출자금․예탁금⋅
적금의 수입, 대동계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 및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내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대출,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사업 등을 실시함.

자료 :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자생 커뮤니티, 꿈꾸는 성미산 마을”, 송도IBD 블로그(2012.5.8),
(사)사람과마을(2012). 성미산마을 조사연구 보고서, “경제공동체를 꿈꾸다-성미산 대동계”, 희망세상 블로그(2011.4.25),
관악구청(mayor.gwanak.go.kr), 서울살이 도시생태 공동체(cafe.daum.net/SeoulEco-Living),
“노숙자와 함께 쓴 2008 노숙자 리포트”, 서울신문(2008.12.17), 동구행복네트워크(www.dghappynet.co.kr).

<대동계(契) 조직을 통해 사회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

<서울보증보험의 상품 종류>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보험은 크게 보증보험과 신용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증보험은 직장인 재정보증,

기업의 경제활동보증, 개인의 경제활동보증 등이 있다.

직장인재정보증 중에서 대표적인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또한 신원보증인보증보험은 타인의
취업에 따른 신원보증을 하였을 경우 그 타인이 신원보증인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부담하여 주는 제도이다 
기업의 경제활동보증 중에서 분양보증보험은 분양사업자를 보호하고, 분양률을 제고함으로써 분양사업의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며, 보험가입 후 분양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보험회사가 분양사업자를 대신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 줌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개인의 경제활동보증 중에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
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상품이다. 생활안정보증보험은 회사(또는 각종단체)에서 소속 임직원(또는
구성원)에게 주택자금(주택의 구입⋅신축⋅증축⋅개축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자금)이나 기타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소속직원의 대여자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자료 : 서울보증보험회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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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시사점

 경기도는 대기업⋅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마이크로크레디트 금융기관 

운영으로 지역금융 사각지대 해결 

○ 초기 마이크로크레디트 금융기관의 규모는 경기도의 출연금과 민간부문의 

소셜펀딩으로 구성하여 추진

- 기금 용도는 협동조합 중심의 창업-회수-재도전 등 선순환 금융서비스를 

달성하도록 하며 기타 사회적 금융수요 계층에 배려

- 민간부문의 소셜펀딩은 초기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점차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 발전

<전국 최초의 서울시 사회적 금융 조성 사례>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2년 7월 30일에 제정하였고 사회적기금을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2년 10월 12일 가결되었다.

서울시는 시예산 500억 원과 민간기부금 500억 원을 기부받아 1,000억 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기금의 용도는 1.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투자사업, 3.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4.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 기업,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이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금융자본을 조성해서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 문제인 가난과 교육, 고용, 건강, 환경, 문화, 범죄, 지역사회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금융, 즉 대안금융을 말한다.

자료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는 지역단위의 전통적 대동계(契)를 새로운 로컬뱅킹으로 활성화

하도록 네트워크 및 지원체계 구축 

○ 경기도는 마을단위의 대동계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계(契)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계(契)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대동계가 조합원의 소액 긴급자금대출과 마을공동사업(보육원 및 유치원 

공동건립, 유통시설 건립)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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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소상공인 계(契)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대한 

교육 및 자금활용 컨설팅 체계를 구축

○ 경기도는 정부와 연계하여 대동계를 중심으로 곗돈보증보험료(예를 들면 

보증금액의 5-10%)의 일정 부분을 지원

- 보험료 지원대상은 지역사회발전의 기여도가 큰 대동계를 중심

지    역 특        징

양평군 대아동

양평군 양서면 대아동의 대동계는 양평군 양서면 증동1⋅2리, 청계1⋅2리, 국수 1리 등 
5개리 9개 마을 주민들이 조직한 대동계로, 250년 전인 1736년부터 시작됐다. 마을주민들이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만들어진 대동계는 벌칙도 있어 마을 주민들의 다툼이나, 불미스런 
일에는 대아동 회의(상벌위원회)를 거쳐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안성시 대덕면

안성시 대덕면의 내곡마을과 소사마을에는 대동계를 ‘이중계’라고 부르며 마을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하고 마을 공동의 기금이나 자산을 관리하면서 마을 대소사를 모두 의논하고
결정하는 마을 자치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중계에는 별도의 재정이 마련되어 있어 
1970년대에는 이 마을 재정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대여해 주기도 했다고 하고, 현재도 
마을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과천시 과천동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광창 대동계에서는 공동재산, 특히 마을회관 관리라는 측면이 
두드러진다.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놀이터이자 그들이 모여 함께 일을 하는 공동 
작업장이자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회의실이다. 또한 마을창고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두 건물을 모두 임대를 놓아서 매년 적지 않은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자료 : “대아동 250년 전통 ‘대동계’ 지켜와”, 시티뉴스(2009.5.2).
“주민 자치의 전통이 꿈틀대는 대덕면 소내리”, 자치안성신문(2013.2.23), 과천시지(kch.neograph.co.kr).

<경기도 전통계(契) 조직의 사례>

 지역내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계 강화 

○ 주로 은행을 통하여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을 강화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지역밀착형 영업을 통해 비재무적, 비공개 정보에 

의한 고객신용도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자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통보하고 재단은 적격성을 평가하여 대출금액의 50% 정도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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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금은행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수신 여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수신 여신
지방은행

수신 여신 수신 여신 수신 여신 수신 여신
수신 여신

전국
990.3 1099.8 89.1 88.7 426.5 282.9 42.8 32.3 48.8 32.1 92.1 56.8 242.7 161.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
536.1 453.6 17.8 6.5 64.7 45.4 20.5 16.1 6.5 3.7 15.3 8.5 22.4 17.1

(54.1) (41.2) (19.9) (7.4) (15.2) (16.1) (47.9) (49.9) (13.3) (11.6) (16.6) (15.0) (9.2) (10.6)

부산
57.4 71.7 19.9 22.7 25.1 14.9 4.0 2.3 3.2 2.1 9.7 4.9 8.3 5.6

(5.8) (6.5) (22.4) (25.6) (5.9) (5.3) (9.3) (7.3) (6.6) (6.7) (10.5) (8.6) (3.4) (3.4)

대구
34.9 42.7 15.4 15.0 20.5 13.6 1.3 0.8 3.5 2.2 6.7 4.1 9.0 6.5

(3.5) (3.9) (17.3) (17.0) (4.8) (4.8) (3.0) (2.6) (7.2) (6.8) (7.3) (7.2) (3.7) (4.0)

인천
29.4 60.0 - - 17.7 13.8 2.4 2.1 2.4 1.6 3.4 2.2 9.5 7.9

(3.0) (5.5) - - (4.2) (4.9) (5.5) (6.5) (4.9) (4.9) (3.7) (3.9) (3.9) (4.9)

광주
16.6 20.8 5.8 6.6 13.5 9.3 0.9 0.6 3.3 2.1 2.8 1.7 6.6 4.8

(1.7) (1.9) (6.5) (7.5) (3.2) (3.3) (2.1) (1.8) (6.7) (6.6) (3.0) (3.0) (2.7) (3.0)

대전
23.2 22.0 0.2 0.2 12.5 7.9 0.5 0.1 2.6 1.6 2.8 2.0 6.5 4.2

(2.3) (2.0) (0.2) (0.3) (2.9) (2.8) (1.1) (0.4) (5.4) (5.0) (3.1) (3.5) (2.7) (2.6)

울산
13.6 17.9 3.9 5.0 12.1 9.1 0.1 0.2 0.9 0.7 5.2 4.0 5.9 4.1

(1.4) (1.6) (4.4) (5.6) (2.8) (3.2) (0.2) (0.8) (1.9) (2.2) (5.6) (7.0) (2.4) (2.6)

경기
137.7 237.1 - - 83.6 61.0 8.8 6.4 6.3 4.7 15.2 9.6 53.2 40.3

(13.9) (21.6) - - (19.6) (21.6) (20.6) (19.9) (12.9) (14.5) (16.5) (16.9) (21.9) (25.0)

강원
13.2 12.1 - - 15.1 9.4 0.1 0.2 1.9 1.4 2.9 1.9 10.2 5.9

(1.3) (1.1) - - (3.5) (3.3) (0.2) (0.5) (3.9) (4.3) (3.1) (3.3) (4.2) (3.7)

충북
13.3 15.7 - - 17.2 11.3 0.7 1.1 3.4 2.4 4.0 2.9 9.2 4.9

(1.3) (1.4) - - (4.0) (4.0) (1.5) (3.5) (6.9) (7.3) (4.3) (5.1) (3.8) (3.0)

충남
17.3 24.7 - - 24.0 15.6 0.4 0.4 2.6 1.8 3.7 2.4 17.3 11.1

(1.7) (2.2) - - (5.6) (5.5) (1.0) (1.3) (5.4) (5.5) (4.0) (4.2) (7.1) (6.9)

전북
17.3 20.5 5.8 5.9 20.0 12.5 0.9 0.6 3.5 2.3 3.5 2.4 12.1 7.1

(1.7) (1.9) (6.5) (6.6) (4.7) (4.4) (2.2) (1.9) (7.1) (7.2) (3.8) (4.3) (5.0) (4.4)

전남
15.8 14.9 2.6 2.7 22.8 12.9 0.7 0.2 2.4 1.7 3.0 2.0 16.8 8.9

(1.6) (1.4) (2.9) (3.1) (5.4) (4.5) (1.5) (0.6) (4.9) (5.4) (3.3) (3.5) (6.9) (5.5)

경북
22.9 25.9 4.9 5.5 33.3 17.1 0.6 0.4 2.0 0.9 6.6 3.7 24.1 12.2

(2.3) (2.4) (5.5) (6.2) (7.8) (6.1) (1.4) (1.1) (4.1) (2.9) (7.1) (6.5) (9.9) (7.5)

경남
34.2 52.0 10.7 16.7 34.2 23.0 0.7 0.5 2.5 1.7 5.7 3.6 25.2 17.2

(3.5) (4.7) (12.1) (18.8) (8.0) (8.1) (1.7) (1.6) (5.2) (5.2) (6.2) (6.3) (10.4) (10.6)

제주
6.4 6.5 2.1 1.9 8.2 4.9 0.2 0.02 1.3 1.0 1.5 0.9 5.3 3.0

(0.7) (0.6) (2.3) (2.1) (1.9) (1.7) (0.6) (0.1) (2.6) (3.0) (1.6) (1.6) (2.2) (1.8)

주 : ( ) 안은 전국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2013). 지역금융통계.

【 시도별 금융기관 여수신 현황(2012) 】

(단위 : 1조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