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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서민금융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국내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과거 개발시대의 산업자금 

파이프라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형 금융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을 대대

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대형화, 겸업화, 효율화 등 수익성 중심의 경영 기반을 확보

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영업 방식과 선진형 리스크관리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국내 금융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건전성과 수익성이 선진국 금융

기관 수준에 도달하였고, 이제는 국제화 및 글로벌화를 본격 추진하는 단계에 돌입

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금융산업의 일반적인 성장 모습과는 달리 국내의 중소형 지역

금융기관들은 향후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정립하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특정지역의 중소형 금융기관들은 대형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부실

을 해소하고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지향하였으며 겸업화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업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관은 지역적 특성이 희석되고 

대형금융기관의 영업행태를 추종하면서 차별성도 약화되었다. 특히 이들 기관의 

고유한 특성인 상호부조, 상호유대, 지역밀착성이 약화되면서 서민에 대한 금융

서비스 중개기능이 취약해졌다. 결국 지역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해소되지 못한 

서민의 금융수요가 비제도권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면서 불법 추심에 따른 사회

문제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폐해를 해소하고자 2008년부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새로운 유형의 서민정책금융이 출현하여 시장의 빈 구멍

을 메우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금융시장의 자금중개 실패 부문을 정책금융이 보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이와 같은 구조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 현재의 구도가 지속

된다면 정책금융이 시장금융을 구축하고 그 결과, 서민금융시장의 자생적 중개기능

이 사라지면서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고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서민금융 중개기능 정상화를 위한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의 활성

화는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특히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의 정성

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상담 및 컨설팅을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에 

해당된다.

이에 본고는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본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들은 향후 국내 서민금융정책의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금융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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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금융이 대형화, 효율화, 자유경쟁 원리라는 적자생존 

원칙을 추종해오면서 서민층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줄 중소형금융기관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졌음.

이들 계층의 금융수요가 제도권에서 충족되지 못하자 결국은 사금융

시장에서 불법 고금리 및 추심에 시달리게 되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시장실패를 정부가 정책성 서민금융으로 무한정 보정할 수는 

없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 시장에서 

서민금융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Ⅱ. 현황 및 추이

1. 기본 개념과 현실의 괴리

 서민금융에 대한 개념상 또는 정책금융상의 정의와 상업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관행과 사례 간에는 괴리가 있음.

서민금융이란 개념상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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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서민정책금융 지원의 수혜 대상은 대부분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연소득 2천만∼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저

소득여성 등 실제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상업금융기관은 차주가 서민이냐의 여부보다 원리금 회수와 

직결된 담보 및 신용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민에 대한 관심보다도 

개인신용등급을 중시할 수밖에 없음.

또한 지역금융기관들이 상당기간 은행보다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신용계층에 대한 노하우가 일부 있으나, 그렇다고 진정한 

의미에서 서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것도 아님.

즉 서민금융은 정책금융적 관점에서는 개념이 명확하지만, 상업금융

적 관점에서는 서민보다도 신용등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2. 서민금융의 특성과 범위

 서민금융은 기본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이므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용

정보의 수집과 정교한 신용분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과 신용분석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및 관계형 금융이 선행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정량적 분석보다 정성적 분석이 중시되고, 정성적 분석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있는 고객의 정보를 상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상시적으로 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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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고객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거래 및 

접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 노동

집약적인 고비용 구조에 해당

특히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공급은 물론 재활을 위한 사전 사후 컨

설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지역별 컨설팅 센터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서민금융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침체기와 저성장기

에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와 신용등급의 관계를 보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상승하는데, 이 때 비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기울기가 커지는 오목형(convex)의 모습을 함.

이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와 교섭력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신용등급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임.

더욱이 서민은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리스크의 파악이 어려우므로 대출

금리와 리스크의 특성(risk-return profile)은 더욱 기울기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이 될 것임.

일반적으로 가계의 담보대출 금리는 은행과 비은행권을 포함하여 10% 

를 넘지 않으므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10% 이상과 법정 상한선

인 39% 이내의 구간에서 결정될 것임.

특히 경기하강이 지속되거나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 서민의 신용리스크는 더욱 증대되면서 곡선이 좌상향 방향

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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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서민금융기관들을 제도권, 비제도권, 영리, 비영리, 정책금융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서민금융기관의 분류

구 분
시장성 서민금융

정책금융(정책성금융)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제도권 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등록대부업체

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비제도권 금융 비등록대부업체, 

사금융기관

대안금융기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할 때, 서민금융의 범위는 금리 10% 이상인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인데, 만약 서민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과 분석

이 보다 원활해져서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그래프는 우하향 이동하여 

기울기가 보다 완만해질 것임.

<그림>       서민금융의 리스크 특성과 시장실패의 보정

 대출금리

불법
사금융

비은행
신용대출

은행대출
+담보대출

39%

10%

0
리스크

시장실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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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금융의 추이

 서민금융은 금융산업의 분류에서뿐만 아니라 통계도 별도로 없으므로 

서민금융의 추이는 지역금융기관이라 일컬어지는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1) 시장성 서민금융

지난 20년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7.8%에서 15% 

로 2배 가량 증가했음에 비추어 볼 때 서민층의 금융수요도 이에 상응

하여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임.

한편 2003년 이후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13%의 증가

율을 보여 은행을 포함한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의 

20%에서 2011년 28%로 상승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이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기 이후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은 2003년 39%에서 2010년 

10%로 계속 하락한 반면,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40%대에서 다소 

상승하는 등 양자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가계금융을 확대한 반면, 은행에 비해 경쟁력

이 낮은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은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 상태에서 신용도

가 낮은 고객의 담보대출을 선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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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과정에서 비은행예금수취기관들은 지역주민 및 조합원의 공동

유대에 바탕을 둔 서민금융의 틀에서 벗어나 상업성과 효율성을 보다 

중시하면서 거액대출의 비중도 확대되었음.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가장 낮은 은행에서

부터 가장 높은 등록대부업체까지 5∼39%의 범위에서 다양한 중층적 

스펙트럼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평균 신용대출금리를 보면, 은행(7%), 상호금융(10%), 카드사(20%), 

캐피탈사(25%), 상호저축은행(30%), 등록대부업체(37%)의 순서임.

외형상 신용대출금리 구조가 중층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대출의 평균 비중은 10%로서 매우 작기 때문에 

신용대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예대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보다 다소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면서 은행과 도리어 역전되어 2000년대 

들어와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2009년 비과세예금한도 확대로 수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은행과 예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

최근 들어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어느 정도 회복된 반면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대율은 저조한데, 이는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중개기능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2) 정책서민금융

 서민과 관련된 정책금융은 각 부처가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정책서민

금융제도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같이 민간재원을 활용

한 정책성 서민금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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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제도)

 정책서민금융제도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한계계층의 창업, 

자활, 생계지원 등을 목적으로 자금가용도나 금리 측면에서 우대해주는 

정책금융임.

정책서민금융제도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

기업청 등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

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임.

이들 기관은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저소득여성가장, 

장애인, 무주택서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용불량자 등 한계

계층을 대상으로 자금 가용도 및 금리 측면에서 지원함.

(정책성 서민금융)

 시장에서 서민금융의 초과수요 갭을 해소하고자 미소금융, 햇살론, 새

희망홀씨 등과 같이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한 정책성 서민금융이 2008

년 이후 도입되었음.

이들 정책성 서민금융은 민간재원이 중심이 되고 재정이 일부 참여

하는 방식인데, 시장기능의 보완이 아니라 도리어 대체를 하게 되면 

시장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유발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는 상호 중복

되는 부분이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특정 기능이나 부문에 특화하면서 

상호 보완성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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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서민금융은 상당기간 동안 시장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장실패가 확대되

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책성 서민금융이 공급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으로는 시장기능을 회복시킬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최근 정책성 서민금융이 시장기능의 공백을 우선 메우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 정책성 금융에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음.

향후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시장개입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기능의 회복 

속도에 맞추어 정책성 금융의 수위도 조절되어야 함.

1. 시장성 서민금융

 지난 10년간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극

화에 따른 서민금융의 수요 증대, 신용대출 비중의 축소,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율 등으로 서민금융 중개기능은 약화되어 왔음. 

 이와 같은 모습은 서민금융에서 중시되어야 할 공동유대 의식과 지역

밀착형 금융방식이 계속 취약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의 수집

분석기능과 신용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또한 공동유대 의식과 지역밀착형 경영을 바탕으로 해야 할 서민금융

기관들이 상업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대형금융기관과 경쟁하며 

기존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부실가능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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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자유화의 확대로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업무의 

기반 약화, 정책적 대응과 감독 검사의 취약성,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등으로 산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구조적으로 높은 조달비용으로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등 시장에서 

특별히 비교우위를 찾기 어려움.

(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은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 등 효율성과 상업성 위주의 

신자유주의 조류 속에서 공동유대, 상호부조 및 관계형 금융의 특성이 

계속 약화되어 왔음.

금융자율화 확대 과정에서 상업성 일변도의 금융환경이 조성되면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관계금융 방식은 대형화와 효율성 위주의 상업

성 추구로 인해 기반이 붕괴되어 왔음.

이와 같이 상업성이 확대되면서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중에서 담보

대출과 거액대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중개

기능은 위축되었음.

 상호금융기관은 과거에 자신의 구성원에게 대출을 주로 제공하면서 신용

대출의 비중이 높았으나, 지난 상당기간 상업성이 강화되면서 담보대출이 

확대되어 왔음.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낮은 예대율을 두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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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2011년말 등록대부업체는 1만 2,486개이나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는 소수에 불과해 담당자 1인이 평균 60개 업체를 관리하는 등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잔존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은 평균 1.3명으로서 이들은 평균 

170∼470개 업체를 담당하며 업무 담당기간도 평균 1년 이내에 불과

하여 업무의 사각지대와 전문성 취약 문제에 노출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많은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간단한 등록만으로 사업 영위를 가능케 하였으나, 문제는 수많은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여 관리 감독에 어려움 가중

 또한 대부업 자금조달비용이 현행 최고금리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상한선(현행 39%)을 인하할 경우 도리어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 확대 우려

2. 정책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제도)

 정책서민금융제도도 일반적인 정책금융과 유사하게 지원체계의 다기화

에 따른 중복지원과 사각지대의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요

공급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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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서민금융)

 정책성 서민금융은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저금리 자금 제공에 따른 차입

자와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장기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정책성 서민금융은 그동안 일부 특화되는 모습도 보였으나, 지원주체가 

각각 다르고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이 상호 중복

되는 비효율성의 가능성이 남아있음.

 정책성 서민금융은 체계적인 신용정보의 축적 미비, 리스크 관리의 전문성 

부족, 신용보증에 대한 과다한 의존 등으로 인해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정책성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시장성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경우 

장기적으로 시장성 서민금융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시장에 의한 서민금융

의 공급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음.

Ⅳ. 개선방안

1. 기본방향

 향후 서민금융체계는 시장성 서민금융을 중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우선 시행하면서 단기적으로 정책적 서민금융의 보완 및 

효율화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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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민금융은 시장기능에 의존하여 소액신용대출이 시장에서 자연

스럽게 공급되도록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의 기초 토양을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함.

다만 이와 같은 작업은 시장의 구조와 행태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

적 처방도 병행되어야 함.

만약 지금과 같이 시장기능에 의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정책성 서민금융에만 초점을 맞추면 후자가 전자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서민금융기능이 사라지게 됨.

즉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책성 금융을 공급하는 

시장개입이 중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됨.

 서민금융은 시장성 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제도, 정책성 서민금융의 3

원적 체제인데, 이들 목표는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동일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별도의 체계하에서 각각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함.

시장성 서민금융은 무담보 무보증의 소액신용대출을 어떻게 서민

에게 원활히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

정책서민금융제도는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조정

하는 것이 중요

정책성 서민금융은 신용분석 능력 제고와 부실 최소화, 재원 조달의 

지속성 등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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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성 서민금융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에 

대한 개념 재정립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 및 정책 집행이 상당기간 추진될 필요

서민금융의 정상화는 몇 가지 정책을 단기간에 시행한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임시방편적 시책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함.

즉 은행과 유사하게 국제적 표준인 바젤의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상호부조 및 지역밀착 경영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지도, 감독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또한 시장성 서민금융은 관련 기관들이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소액신용대출을 

자발적으로 확대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임.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은 제한된 업무영역에서 고객을 수시로 접촉

하여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는 고비용 관리

구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음.

고비용 구조의 금융기관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대형금융회사와 경쟁

하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과 관계형 금융을 

지속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특히 서민금융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신용정보 수집 및 신용리스크 

분석 기법의 틀을 업권별로 공동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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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서민금융기관들의 조직구조 및 영업행태를 재편하는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성격의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함.

이들 기관의 영업행태는 이미 상당기간 변형되어 왔으므로 이들의 

조직구조 및 영업형태를 재편하는 구조조정 작업 또한 향후 상당기간 

노력을 지속해야 가능한 과제임.

이를 위해 정책 감독 당국은 관련 금융기관과 함께 지역밀착 및 관계

형 금융과 상호부조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T/F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

또한 상호부조 및 지역밀착 개념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기보다도 고비용이 요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을 

제대로 취급할 경우에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다만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과 상호부조의 개념을 실천하는 과정

에서 일부 이탈하는 기관의 경우 페널티 부여 등 네거티브 형태의 

동기 유발 방식도 고려 가능

 지역밀착과 관계형 금융 및 상호부조의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범규준과 사례(best practice) 홍보, 세미나와 토론회 및 자료 공시, 

성공과 실패사례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등이 중요

이들 개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서민금융의 모범규준

과 사례 등을 널리 홍보하고, 세미나, 토론회, 자료공시 등을 통해 이

해관계자들간에 상호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관에게는 표창장 

수여나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목표달성이 어려운 기관은 테마 

검사 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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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기에는 상호 이해를 통해 기관별로 자발적인 제도 및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등을 상당기간 반복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은 크게 조합형기관과 비조합형

기관으로 이원화되므로 이들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경영실태

평가와 검사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조합형기관의 경우 공동유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개념이 

아직 남아있는 농촌지역이나 직장조합의 경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조합개념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

한편 공동유대의식이 취약하고 상호부조의 개념이 대부분 사라진 도시

지역 조합의 경우 특정상가나 특정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로 

뛰는 지역밀착형 금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비조합형금융기관

들은 공동유대의식이나 상호부조의 개념이 아예 없으므로 도시지역 

조합과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함.

 또한 시장성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소액

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총 대출의 x%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업종별로 차등 운영할 필요

우선 금융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서민소액신용대출 권고

제도를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도입하고, 총 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을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로 활용토록 권장

이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비율이 총 대출의 x%를 상회하도록 

감독상 권고 및 지도를 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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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업종별로 차등화된 의무대출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경영평가 시 

상당한 감점을 줌으로써 다른 분야가 우수하더라도 동 감점을 통해 

종합등급이 하향 조정되도록 조치

반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인 기관의 경우 세제 

혜택과 점포 증설 등 규제 완화 혜택 제공

 특히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비율이 높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사회단체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저리

자금 지원 등 재무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즉 정책성 서민금융제도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서민금융기관지원

기금을 만들고, 동 자금을 서민소액신용대출 비율이 높은 서민금융

기관에 제공

지원 방식은 저리자금 대출이 중심이 되고 장기적으로 소액신용대출 

부실을 내부유보 이익으로 해소되지 못할 경우 자본 확충을 도와주는 

방안도 고려

이와 같은 당근제공(incentive) 방식은 경영지도 및 감독상에 벌점을 

부과하는 채찍방식(penalty)과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

동 기금은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과 자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

하는 대안금융기관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여 금융 세제상 혜

택을 부여할 필요

예를 들어, 서민금융의 특성인 고비용-고위험 구조를 감안할 때 취약

계층에게 자활 및 생계형 소액신용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를 10%(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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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와 20%(생계자금) 이내로 유지할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사업모델 및 상품개발, 시장진입 홍보, 고객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법인세도 감면됨.

(상호저축은행)

 향후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잠재된 부실을 현재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당기간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유지할 필요 

그동안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을 겪었으나 아직도 부동산가격

의 하락 추세 속에서 많은 기관에 유사한 문제가 잔존해 있을 것이

므로 부실과 불법을 밝힐 상시구조조정 체제 유지

 구조조정 이후 상호저축은행은 중소영세상공인과 저소득층 가계를 대상

으로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에 전문화하는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

우선 대형기관은 은행과 거래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상공인에 특화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중소형기관은 서민소액신용대출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필요

후자의 경우 서민소액신용대출 권고제도를 적용하여 목표 초과 달성 

기관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점포 증설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상한 규제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대한 거액대출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로 제한하며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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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소유구조 분산을 지속

적으로 유도하고,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소유구조도 분산된 

경우에 한해서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허용도 고려

(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들은 상호금융의 장점을 살린다는 큰 틀 속에서 상호부조와 

지역밀착경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감독기관들 상호간

에 협조체제의 정립 및 일원화가 필요

상호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미주나 일본의 협동조합기관을 벤치마크하여 상호부조 및 지역

밀착 경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이 과정에서 상호금융기관은 상업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호부조 및 지역밀착 경영 활성화 방안

을 보다 중시할 필요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 외에 경제, 교육, 지도사업 등도 수행하는 

관계로 규제 감독의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간 긴밀한 협조

체제 및 중앙회 감독기능의 분업구조 정비 필요

 향후 상호금융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감독체제의 재정립과 

함께 필요시 당근과 채찍을 병행 사용하고 신용관련 인프라와 종합컨설팅 

기능 제공의 공동 구축이 중요

상호금융기관에 관련된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은행의 규제체계를 그

대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들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호부조 

및 지역밀착 경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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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세제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예대율과 서민소액신용대출 비율을 유지한 경우

에 한해 세제 혜택과 점포 설립 및 영업 범위 등에 완화된 규제 적용

예금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하여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고배

당을 활성화함으로써 세제혜택이 조합의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함.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연합회)

를 중심으로 서민대출관련 DB를 구축하고 7등급 이하를 정밀 분석하는 

개인신용평가 모델도 재구축한 뒤 지속 보완

특히 지역의 틈새시장을 찾아서 창업, 자산운영 등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역종합금융기관의 기능을 갖추어야 상호유대와 지역밀착

경영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음.

(대부업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감원으로 이관하고, 

지자체는 자체 예산과 인력을 증원하여 중소대부업체 감독업무를 전담 

수행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부업체를 확대시키고 대형등록업체는 소비자금융업으로의 전환

을 유도

대부업 등록 요건에서 최저자본금 보유, 폐업후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 

등의 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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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대손비용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달비용 감소를 통해 

법정 금리상한선 인하 유도

특히 자산 200억원 이상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형등록업체는 

향후 소비자금융업이 출범하면 소비자금융업자로 인가하여 여신전문

금융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 및 감독 

또한 대부 중개업자의 중개를 받는 경우에 이들의 중개수수료 상한

(5%) 도입 후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여 고금리 완화

불법대부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 등록을 

대대적으로 유도한 뒤, 응하지 않은 업체는 검찰 경찰권을 발동하여 

발본 색원하고 형사 처벌로 중징계하는 방안 지속 추진

3. 정책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제도) 

 우선 정책서민금융제도는 중복기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

과 함께 자금 가용도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 도입 등 효율화 

작업이 병행될 필요

정책서민금융제도를 기능별 지원기관별로 분류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중복기능을 조정함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복지적 성격이 아닌 정책서민금융제도는 저금리보다 자금의 가

용도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 방식도 민간 서민금융기관과의 전대계약

(on-lending) 등 시장친화적 지원 체계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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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서민금융) 

 정책성 서민금융은 대출부실의 축소와 지속 가능한 재원의 확보, 시장친화

적인 지원체계 마련, 금리보다도 자금 가용도 위주의 지원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함. 

정책성 서민금융이 복지정책의 수단인 보조금적 성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도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출 총량 목표의 달성보다도 대출 대상자 선정의 적정

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과 영업망 네트워크를 보다 활용할 필요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저금리 지원이 갖는 문제

점을 감안하여 자금의 가용도 측면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예를 들어 햇살론 금리를 차입자의 신용리스크에 맞게 차별화하여 

상향 조정하고(10∼25%수준),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장기적으로는 정책성 서민금융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민

금융기관을 활용한 on-lending 방식 등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함.

 우선 은행은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

이고 지속적으로 취급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을 간접 지원

하는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은행이 서민금융시장에 직접 진입하여 시장점유율을 넓히면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을 구축(crowding out)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실패하면 

부실 증대로 은행의 신인도가 저하되는 모습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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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7등급이하 고객에 대한 신용분석능력이 취약한 은행이 직접 

취급하기보다는 지주회사나 은행 산하의 별도 서민금융전담 자회사가 

서민금융업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은행 이익의 일정 부분(x%)을 서민금융

을 위한 기금 조성에 사용하고, 이를 일부 대안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 

전담기관에 기부하는 방안도 가능

특히 미국의 CRA(지역사회재투자법)와 같이 서민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에 은행 점포를 확충하여 서민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도 고려 

 또한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햇살론은 시장성 서민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자금과 생계자금 중심으로 지원하고, 취급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리

도 상향 조정할 필요

 미소금융재단이 자활의지와 경영능력의 평가 및 경영컨설팅이 중시되는 

창업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분업구조 및 전문성 확보

와 함께 외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도 중요함.

중앙재단은 자금조달, 부실채권관리, 인력양성, 신용정보인프라 등 

미들 및 백오피스 기능을 담당하고, 직접적인 자금취급은 지방, 기업, 

은행재단에 일임하는 분업구조 형성

또한 금융전문성이 취약한 기업재단은 지역재단이나 또는 지역의 서민

금융기관에게 자금의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 고려

특히 창업지원에 노하우를 가진 기존의 대안금융기관들을 널리 활용

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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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서민금융의 운영) 

 정책성 서민금융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며 운영될 

수도 있으나, 제도들 상호간에 협업 및 분업구조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

콘트롤 타워는 정책성 서민금융들을 상호 연계 운영하여 정책방향에 

따라 자금배분 등을 조율하는 한편 지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비

효율성을 해소하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또한 콘트롤타워는 지원대상 서민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여 공유케 

하는 등 서민금융 정보의 종합관리 DB를 구축하고 서민금융 공동의 

신용분석모형의 기본 틀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

 그러나 정책성 서민금융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시장실패를 상당기간 보정

하고 서민에 대한 one-stop-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

(서민금융공사 또는 정책서민금융기관(가칭)) 설립 방안을 검토할 필요

휴면예금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재원 확보의 제약조건을 

해소하고 서민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기관

이 필요

이를 위해 정책성 서민금융을 현재와 같이 각각 기금의 형태로 운영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재원인 재정자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묶어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서민금융 전담기관을 새로이 설립 

동 기관은 자본금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서민 지원자금 규모

를 확대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부실을 최소화하면 

서민자금 공급의 지속성도 유지할 수 있음.



- xxiv -

다만 동 기관의 형태를 금융기관으로 할 경우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고위험군인 서민층 지원이 위축될 수 있으

므로 공사의 형태도 함께 고려할 필요

 또한 정책서민금융 전담기관을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합적으로 운영

하면 제도간 중복가능성 및 사각지대 해소, 민간과의 협력 및 상호 보완 

체제 구축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부실관리 및 제도간 상호 중복 

가능성 최소화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됨.

즉 대부업체를 찾는 다수의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200만∼500

만원의 소액신용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상품을 집중

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서민에 대한 직접 대출과 서민금융의 보증 재원 마련을 상호 

긴밀히 연계 운영함으로써 정책적 자금의 부족분을 민간자금에 대한 

보증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음.  

신용보증도 기존의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보증은 민간의 위탁보증제도를 널리 활용

한편 병원비 등 신속지원이 필요한 소액자금, 리스크가 높거나 또는 

평가가 어려운 자금은 상업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동 기관이 직접 

담당



Ⅰ. 서 1

Ⅰ. 서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국내금융은 대형화, 효율화, 자유경쟁 원리라

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추종해 왔음.

국내금융은 대형화, 겸업화 및 글로벌화를 지향하면서 효율성 추구와 건전성 

감독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

이에 따라 중서민층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줄 중소형 지역금융기관의 기반

이 취약해졌고 이들 계층의 초과금융수요는 확대되어 왔음.

제도권 금융에서 충족되지 못한 서민금융수요는 결국 사금융 시장에서 불법 

고금리 및 추심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었음.

 시장원리에 의해 서민금융이 충족되지 못하자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

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시작했음.

그러나 시장실패를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무한정 보전할 수는 없으며 이 과정

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국내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서민금융을 

원활히 공급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정책금융을 지속해야 하고 결국

에는 서민금융 시장기능의 자생력마저 상실되게 됨.

또한 서민금융의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서민에 대한 복지수요가 계속 증대

되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부담을 주게 됨.



2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지난 상당기간 동안 기능과 구조가 취약해진 서민금융체계를 재정립하는 

일은 단기에 해결될 수 없고 중장기적인 시각하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소기

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이에 본 고는 국내 서민금융의 현황과 추이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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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추이

1. 기본 개념과 현실의 괴리

 서민금융에 대한 개념상 또는 정책금융상의 정의와 상업금융기관에서 적용

되는 관행 및 사례간에는 괴리가 있음.

서민금융이란 개념상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서민들에게 제공

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음.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정책금융 지원의 수혜대상은 대부분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취약계층, 연소득 2천만∼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저소득여성 등 

실제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상업금융기관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서민금융이 

아니고, 개인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을 서민

금융으로 일부 취급하고 있음.

즉 저신용등급자가 서민은 아니지만 서민은 대부분 담보가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저신용등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

사실상 상업금융기관은 차주가 서민이냐의 여부보다도 원리금 회수와 직결

된 담보 및 신용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보다도 개인

신용등급을 중시할 수밖에 없음.

 또한 서민금융기관도 개념상의 정의와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관행 및 사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서민금융기관이란 기본적으로 서민을 주 고객으로 하여 이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라고 개념상 정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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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상업금융기관은 국내에 많지 

않았으며 이에 걸맞는 제도가 운영된 적도 없었음.

1972년 8.3조치의 사금융양성화 3법으로 설립된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

조합의 목적 조항에는 서민, 중소기업 및 지역주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

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는 선언적 내용일 뿐 서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언급되지 않고 있음.

실제로 이들 금융기관은 은행의 문턱이 높았던 시절에 일정한 지역에서 중소

기업과 가계를 주 고객으로 하는 지역금융기관이었음.

다만 고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가계는 그 당시 은행차입이 상대

적으로 용이하지 않았던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금융기관이 서민금융

기관으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주 고객을 기존의 대기업에서 중소

기업 및 가계로 전환하자, 이들 지역금융기관은 고객을 은행에 잠식당하고 

지역금융의 기반도 취약해지기 시작했음.

이들 지역금융기관은 상당기간 동안 은행보다 취약한 계층을 상대했기 때문

에 저신용계층에 대한 노하우가 일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진정한 의미

에서 담보가 부족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고객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것은 

아님.

 따라서 서민금융은 정책금융적 관점에서는 서민금융에 대한 개념을 비교적 

명확히 잡을 수 있지만, 상업금융적 관점에서는 서민보다도 신용등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상의 파악에 한계가 있음.

정책서민금융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서민이라는 특정 

계층의 개념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자금을 배분할 수밖에 없음.



Ⅱ. 현황 및 추이 5

반면 상업금융기관들은 서민의 여부보다도 원리금 회수를 결정하는 담보

와 신용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민이라는 개념에 큰 관심이 없음.

다만 상업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도를 가지고 구분할 때 상대

적으로 고신용등급 고객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저신용등급 고객과 거래

하는 금융기관으로 나누어지므로 이들의 수직적 구조(hierarchy)를 통해 

특정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서민금융기관에 가깝다고 인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할 때, 은행을 제외한 카드사, 상호금융기관, 여전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은 상대적으로 저신용등급의 고객을 많이 취급하므

로 서민금융의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이라고 인식될 수 있음(<표 1> 

참조).

<표 1>   금융기관별 신용대출 거래고객의 신용등급 분포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10

은 행

카 드

캐 피 탈 사

저 축 은 행

대 부 업 체

주 : 각 금융기관들이 주로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등급을 표시한 것임.

2. 서민금융의 특성과 범위

 서민금융은 기본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이므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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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인 경우에도 충분한 담보력이나 신용도만 확보되면 대출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서민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것이 

현실임.

결국 서민은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상업금융기관

이 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상업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용정보 수집과 이들에 대한 정교한 신용분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서민금융은 높은 부실률과 신용정보 비용을 감안

하여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데, 고금리는 서민의 상환능력을 다시 악화

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게 됨.

반대로 서민금융의 대출금리 수준이 낮아서 취급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에 서민금융은 지속 가능할 수 없음.

상업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높은 금융비용을 서민에게 요구하지 않기 위해

서는 서민금융 제공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거나 또는 

저금리의 정책금융이나 공적신용보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장실패

의 영역에 해당됨.

 서민금융을 취급하기 위해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신용정보 수집과 신용분석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및 관계형 금융이 이루어져야 

함. 

신용등급이 정상 이상인 일반 가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용

정보를 가지고 대수의 법칙에 의해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대출 여부 및 금리

수준을 결정하게 됨.

그러나 신용등급이 정상 이하인 경우에는 높은 신용리스크를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신용정보 수집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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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량적(재무적) 분석보다 정성적(비재무적) 분석이 중시되고, 정성적 

분석을 위해 특정 지역에 있는 고객의 정보를 상호 지속적인 관계하에서 

상시 수집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1)

 관계형금융을 위해서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한정된 고객과 지속적이고 상시

적인 거래 및 접촉을 통해 고객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하는 

노동집약적 고비용 구조를 감수해야 함.

이 경우 고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타겟 고객에 대해 질적 평가가 강조된 

표준화된 신용평가표를 활용해야 함.

특히 창업과 관련하여서는 자금공급은 물론 재활을 위한 사전 사후 컨설팅

이 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지역별 컨설팅 센터의 형태

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함.

이와 같은 유형의 고객정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밀착형 및 

관계형 금융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서민금융은 그 토대를 잃게 됨.

 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고객정보 인프라가 제도권 금융기관에 갖추어지

지 않을 경우, 서민금융은 항상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에서 불법사금융에 

의한 약탈적 대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짐.

서민금융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는 자금 접근의 어려움과 가용성 부족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신용할당이라는 한정된 자금을 고객에게 배분하면서 

서민 자금수요자의 교섭력이 저하됨.

제도권 금융기관이 해소하지 못하는 초과자금 수요는 결국 비제도권 금융

으로 이전되어 교섭력이 열위인 서민이 불법 사금융의 고금리와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원인이 됨.

1) 정량적(재무적) 정보는 과거 경영활동의 결과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경영자와 영업환경 등에 
관한 정성적(비재무적) 정보는 미래의 재무 결과에 앞으로 반영될 미래지향적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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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약탈적 대출은 서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이는 

다시 서민의 빚을 증대시키고 연체자를 양산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촉발

시키게 됨.

특히 서민금융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경기침체기와 저성장기에 부실

화가 확대되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경기하강은 사회 전체적으로 신용리스크를 증대시키는데, 특히 신용리스크

가 높은 서민의 경우 자금의 가용성 및 금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더욱 커짐.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는데, 소득 양극화

로 인해 더욱 확대되고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됨.

더욱이 소득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은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면 소비 

등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과정이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와 신용등급의 관계를 보면, 신용등급이 낮

을수록 대출금리가 상승하는데, 이 때 비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기울기가 

커지는 오목형(convex) 모습을 함(<그림 1> 참조).

이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와 교섭력의 차이가 커지

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신용등급의 증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임.

따라서 대출금리와 리스크를 연결하는 선은 오목한(convex) 형태의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 될 것이며, 이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고객의 추가비용이 

더 커짐을 의미함.



Ⅱ. 현황 및 추이 9

<그림 1>     국내 A금융회사의 신용위험 가산금리(예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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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가산금리는 대출에 따른 예상손실을 커버하기 위해 기준금리에 부과되는 금리스프레드임.

 앞에서 논의된 신용위험 가산금리 체계의 내용을 서민금융에 적용해 보면, 

서민은 신용등급이 낮고 신용리스크의 파악이 더욱 어려우므로 대출금리와 

리스크의 특성(risk-return profile)은 더욱 기울기가 가파른 우상향 곡선이 

될 것임(<그림 2> 참조).

서민금융은 정상적인 고객보다도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와 교섭력의 차이가 

더욱 심각하므로 리스크의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기울기가 커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대출금리와 리스크를 연결하는 오목한(convex) 형태의 곡선에서의 

더 가파른 우상향 부분에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이 주로 이루어질 것임.

특히 경기하강이 지속되거나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 

서민의 신용리스크는 더욱 증대되면서 <그림 2>에서와 같이 좌상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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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가계의 담보대출 금리는 은행과 비은행권을 포함하여 10%를 넘지 

않으므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10% 이상의 구간에서 결정될 것임.

은행의 경우 가계의 담보대출 금리는 4∼7% 수준이며, 신용대출은 3%p 

정도의 스프레드가 붙어 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됨.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가계의 담보대출 금리는 7∼10% 수준이고, 신용 

대출인 경우 10%부터 시작하여 대부업법상 상한금리인 39%의 범위 내에서 

결정됨.

따라서 은행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

대출 금리 하한선인 10%와 법정 상한선인 39% 이내에서 제한된 조건을 만

족해야 신용대출이 가능함.

결국 금리 10% 이상인 서민의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 자금가용성 및 금융

비용 등의 개선이 향후 과제에 해당됨.

<그림 2> 서민금융의 수익률과 리스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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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부업법상 대출금리 상한선인 39%를 기준으로 제도권금융과 비제도권

의 불법사금융을 구분할 수 있으며, 영리서민금융기관과 비영리서민금융기관

은 사회적 공동유대라는 목표에서 차이가 남(<그림 3> 참조).

대부업법의 대통령령에 의한 대출금리 상한선은 39%로서 제도권금융 및 

사금융은 이 법적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사금융에 해당됨.

또한 서민금융기관은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리

기관은 수익성 추구가 우선인 데 반해 비영리기관은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 

공동유대를 중시함.

공동유대를 중시하는 비영리서민금융기관은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재정지원

이 일부 제공되므로 서민이 원래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다소 낮은 수준

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그림 3>   제도권, 비제도권 및 비영리 서민금융



12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국내금융기관을 앞에서 언급된 제도권, 비제도권, 영리, 비영리성, 정책금융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해 보면 <표 2>와 같음.

우선 서민금융은 크게 시장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이 중개되는 시장성 

서민금융과 정부정책에 의한 정책서민금융으로 이원화됨.

시장성 서민금융은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누어

지고, 정책서민금융은 정책서민금융제도와 정책성 서민금융으로 나누어짐.

영리를 추구하는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등록

대부업체 등이며, 비영리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은 농수삼림협 상호금융

(이하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임. 

정책서민금융제도는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이에 해당되며,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은 

2009년 이후 설립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임.

비제도권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비등록대부업체와 사금융이 있고, 비영리성

기관으로는 사회연대은행과 같이 소액대출과 자활지원 등이 제공되는 대안

금융기관(MFI)이 있음.

*대안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은 사업컨설팅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과 차이가 있음. 

<표 2> 서민금융기관의 분류

구 분
시장성 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
영리기관 비영리성기관

제도권 금융 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전사, 등록대부업체

상호금융기관(상호 

금융, 신협, 새마을

금고)

·정책서민금융제도 : 정부, 지자체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정책성서민금융 : 미소금융, 햇살론  

비제도권 금융 비등록대부업체, 사금융

기관

대안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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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할 때, 서민금융의 범위는 금리 10% 수준을 넘어

선 비은행권금융기관의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인데, 향후 신용정보 관련 비용

을 낮추기 위해 시장실패의 보정작업이 필요함(<그림 4> 참조).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담보든 신용이든 대부분 10% 이하이고, 비은행금융

기관의 가계 담보대출 금리도 10% 정도이지만 가계의 신용대출 금리는 10%

를 상회하여 39% 이내에서 결정됨.

서민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서민

금융이라 함은 서민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로 

인식됨.

금융기관들이 서민이라는 보다 엄격한 개념에 입각하여 대출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서민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비은행금융

기관과 거래하게 됨.

<그림 4>   서민금융의 시장실패 보정

 대출금리

불법
사금융

비은행
신용대출

은행대출
+담보대출

39%

10%

0 리스크

시장실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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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산과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이 은행에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이에 따라 신용대출을 제공받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이 서민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신용대출을 

제공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서민에 대한 신용분석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신용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며 이와 같이 서민대출의 공급 부족 현상

을 시장실패로 인식함.

만약 서민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보다 원활해지고, 이에 따라 

서민에 대해 신용대출이 확대되면 <그림 4>에서와 같이 그래프는 우하향 

이동하여 기울기가 보다 완만해질 것임.

3. 서민금융의 추이

 서민금융은 금융산업의 분류뿐만 아니라 통계자료도 별도로 없으므로 서민

금융의 추이는 지역금융기관이라 일컬어지는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통계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서민금융은 금융산업의 분류상으로나 통계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은행 접근이 어렵고 신용도가 낮아 비은행예금수취기관과 거

래하는 고객을 주된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음.

비은행예금수취기관과 거래하더라도 담보가 충분하면 별 문제가 없기 때

문에, 결국 비은행예금수취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고객이 

서민금융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신용대출은 서민만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한 통계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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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민금융의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비은행예금수취기관

의 가계대출 및 가계신용대출의 수치를 가지고 서민금융의 움직임을 유추

할 수밖에 없음.

다만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이나 정책성금융은 비교적 서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출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은 비교적 정확한 서민금융 통계

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1) 시장성 서민금융

 지난 20년간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7.8%에서 15%로 

2배 가량 증가했음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가구의 금융수요도 이에 상응하여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보임(<표 3> 참조).

지난 20년간 고소득가구는 증가하고 중위소득가구는 감소한 반면 저소득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음.

국내에서 고소득가구는 18.5%에서 21.2%로 증가하였고, 중위소득가구는 

73.7%에서 63.8%로 감소하였으며, 저소득가구는 7.8%에서 15%로 2배 

증가하는 등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명확히 나타남.

소득의 양극화는 지난 상당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1980년대 이후 나타난 빠른 속도의 산업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소와 규제완화, 감세 등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인식됨.

결국 소득 양극화 현상은 장기에 걸쳐 금융시장의 수요 패턴을 서서히 

변화시키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융시스템은 자금중개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고 시장실패를 야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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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층별 소득비중의 추이

(단위 : %)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고소득가구 18.5 17.6 17.2 17.2 17.4 18.1 18.3 18.5 20.9 20.8 19.9 

중위소득가구 73.7 75.2 75.4 74.6 74.7 73.5 72.6 72.7 67.7 67.0 69.7 

저소득가구 7.8  7.2  7.4  8.2  7.9  8.3  9.1  8.7  11.4  12.2  10.4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고소득가구 20.5 21.0 18.5 20.1 19.8 21.3 21.7 22.6 22.0 21.5 21.2 

중위소득가구 68.2 67.9 69.4 67.1 66.6 65.0 63.5 62.7 62.6 63.7 63.8 

저소득가구 11.3  11.1  12.1  12.8  13.6  13.8  14.9  14.7  15.4  14.9  15.0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이며, 고소득가구, 중위소득가구, 저소득가구는 전체인구 평균소득의 각각 

150% 이상인 집단, 50~150%인 집단, 50% 이하인 집단으로 구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3년 이후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가계대출은 평균 13%의 증가율을 보여 

은행을 포함한 총 가계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0%에서 2011년 

28%로 상승하였음(<표 4> 참조).

이 과정에서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상호저축은행은 PF대출 확대 등으로 도리어 

2.5%에서 1.6%로 하락하였음.

한편 동 기간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비은행보다 낮은 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여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79.1%에서 2011년 71.5%로 

하락하였음.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가계대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는 은행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금의 한도 확대

에 기인하는 바가 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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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금은행의 금리는 하락한 반면 비은행예금

수취기관의 금리는 대부분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2009년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금 한도가 3천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비과세예금이 전년대비 40.6% 

증가하였음. 

<표 4>   예금은행 및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가계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 금 은 행

253.8 276.3  305.5  346.2  363.7  388.6  409.5  431.5  455.9  

-　 (8.9) (10.6) (13.3) (5.0) (6.8) (5.4) (5.4) (5.7)

[79.1] [78.0] [78.0] [78.5] [77.1] [75.8] [74.7] [72.9] [71.5]

비은행예금
수취기관

68.3 79.2 87.7 97.1 110.4 126.7 140.3 162.1 183.7 

- (16.6) (10.5) (10.4) (13.7) (14.8) (11.6) (15.9) (13.4)

[20.9] [22.0] [22.0] [21.5] [22.9] [24.2] [25.3] [27.1] [28.5]

　

상호저축은행

8.0 8.9 8.3 7.7 6.8 6.9 7.3 8.2 10.2 

-　 (11.3) (-6.2) (-8.0) (-11.6) (2.1) (6.1) (11.3) (24.9)

[2.5] [2.5] [2.1] [1.7] [1.4] [1.3] [1.3] [1.4] [1.6]

신용협동조합

6.9 7.8 8.8 9.5 11.4 12.9 14.9 17.6 19.8 

- (13.0) (12.4) (8.5) (19.2) (13.6) (15.7) (17.5) (12.8)

[2.2] [2.2] [2.2] [2.2] [2.4] [2.5] [2.7] [3.0] [3.1]

상 호 금 융

39.7 48.0 55.5 63.8 74.0 85.6 94.9 106.3 118.5 

-　 (21.0) (15.6) (14.9) (16.0) (15.7) (10.9) (12.0) (11.5)

[12.4] [13.5] [14.2] [14.5] [15.7] [16.7] [17.3] [18.0] [18.6]

새마을금고

12.4 13.3 13.5 14.1 16.0 18.7 21.4 28.6 33.6 

- (7.6) (2.0) (4.4) (13.2) (17.0) (14.3) (33.4) (17.5)

[3.9] [3.8] [3.5] [3.2] [3.4] [3.7] [3.9] [4.8] [5.3]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고, [ ] 안은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확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재연 서정호(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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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후반기 이후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신용대출 비중은 2003년 25%에서 2010년 10%대로 

계속 하락한 반면, 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은 40%대에서 다소 상승하는 등 

양자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2000년대 초반 저신용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을 급속

히 확대하였다가 2003년 카드사태 발생과 함께 대거 부실화되면서 결국 

PF대출과 같은 거액대출 증가로 연결되었음.

이와 같이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건전성 감독과 함께 가계금융을 

보다 확대하여 지역의 우량고객을 흡수함으로써 대출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었음.

반면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비은행예금수취기관들은 건전성 감독이 

강화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거래보다도 

담보대출을 선호하였음.

<표 5>   신용대출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은         행  39.3  40.7  40.8  41.5  43.2  45.6  44.8  43.2  42.5

비 은 행 예 금
수취기관(평균)

 25.0  21.5  17.3  16.3  13.5  12.0  11.2  10.2 11.3

　

상호저축은행 45.3 38.7 34.1 27.2 21.6 19.4 19.2 19.3 22.6

농협상호금융 - - - 16.0 14.0 12.5 11.5 10.3 -

신 협 - - - 21.8 17.6 14.9 12.1 9.6 8.6

새마 을금고 4.6 4.3 0.4 0.2 0.8 1.1 2.1 1.5 2.6

주 :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합임. 

자료 :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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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과정에서 비은행예금수취기관들은 지역주민 및 조합원의 공동유대

에 바탕을 둔 서민금융의 개념이 희석되고 상업성과 효율성이 보다 중시되면서 

거액대출의 비중도 확대되었음.3)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가장 낮은 은행에서부터 

가장 높은 등록대부업체까지 5∼39%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중층적 스펙트럼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그림 5> 참조).

평균 신용대출금리를 보면, 은행(7%), 상호금융(10%), 카드사(20%), 캐피탈사 

(25%), 상호저축은행(30%), 등록대부업체(37%)의 순서임.

이와 같은 평균 신용대출금리의 순서는 대출고객의 평균 신용등급인 은행

(4.8등급), 상호금융(5.6등급), 카드사(5.9등급), 캐피탈사(6.1등급), 상호

저축은행(7.5등급)의 순서와 일치함.

<그림 5>   금융기관별 신용대출금리(%)의 적용 범위

(단위 : 금리, %)

0  5 10 15 20 25 30 35 40

은 행(5~10%)

상호금융(8~12%)

카드사(15~25%)

캐피탈사(20~30%)

상호저축은행(10~15%,  
 30~38%)

등록대부업체(35~39%)

자료 : 각 협회 홈페이지

3) 상호금융기관의 거액대출 비중 확대는 이재연 서정호(2012)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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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상 신용대출금리의 구조가 중층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총 대출

에서 차지하는 신용대출의 평균 비중은 10%로서 매우 작기 때문에, 신용

대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예대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은행보다 다소 높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면서 은행과는 도리어 역전되어 2000년대 들어와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그림 6> 참조).

1990년대 전반기에 80%를 상회하던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예대율은 외환

위기 이후 신용위험이 급등하면서 60%대로 급락한 후 2000년대에 들어와 

70%대로 회복하였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은행과의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음.

<그림 6>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예대율 추이

(단위 : %)

85.1

84.2
81.1 79.2 77.4

64.8

66.8
65.4 66.5 72.8

76.0
78.6 79.1

81.5
87.1 87.3 87.3 87.7 89.5

83.8

85.1 84.7
82.1

84.6

68.0

65.1 63.2 61.8
64.3

70.1 70.9 70.6 68.7

74.8 76.7
71.3

68.7
70.7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수취기관

주 : 1) 예금은행은 금융채 발행, CD 발행 등을 포함한 총수신(말잔)임.

2)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예대율은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예대율의 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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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2009년 비과세예금한도 확대로 수신이 급격히 증가

하면서 은행과 예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는데, 대출로 소진되지 못한 여

유자금은 중앙회 예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

최근 들어 상호금융의 예대율은 어느 정도 회복된 반면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의 예대율은 저조한데, 이는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중개기능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표 6> 참조)

<표 6>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예대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예 금 은 행 77.4 64.8 66.8 65.4 66.5 72.8 76.0 78.6 79.1 81.5 87.1 87.3 87.3 87.7 89.5

비은행예금
수취기관

84.6 68.0 65.1 63.2 61.8 64.3 70.1 70.9 70.6 68.7 74.8 76.7 71.3 68.7 70.7

상호저축
은행

103.6 85.9 83.4 83.9 80.9 85.9 90.8 93.0 95.4 96.0 93.5 89.9 88.1 84.3 79.7

신용협동
조합

85.7 68.2 73.0 68.8 61.9 63.9 67.7 65.0 66.1 67.5 75.4 76.6 65.9 65.8 71.1

상호금융 79.5 65.1 63.0 62.8 62.4 62.9 67.8 69.8 69.7 66.9 74.3 77.3 71.3 68.2 69.4

새 마 을
금 고

73.8 58.2 51.6 48.4 49.0 54.9 63.2 59.2 54.8 51.0 57.5 60.9 56.2 56.4 66.8

주 : 1) 예금은행은 금융채 발행, CD 발행 등을 포함한 총수신(말잔)임.

2)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예대율은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예대율의 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정책서민금융

 서민과 관련된 정책금융은 정부의 공적자금에 의존한 정책서민금융제도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같이 민간재원을 활용한 정책성 서민금융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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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제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민주택

기금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자금에 의존하여 서민의 창업자금, 자활자금, 

생계자금, 주거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

한편 정책성 서민금융은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자금을 창업자금, 운영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함.

(정책서민금융제도)

 정책서민금융제도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한계계층의 창업, 자활, 

생계지원 등을 목적으로 자금가용도나 금리 측면에서 우대를 해주는 정책

금융임.4)

정책서민금융제도를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

기업청 등 정부 부처들과 산하 공공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민주택

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임.

이들 기관은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저소득여성가장, 장애인, 

무주택서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신용불량자 등 한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함.

이들 대상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기 힘든 계층

으로서 자금가용도 및 저금리 측면에서 지원받고 있음.

다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 정상적 생활이 어려운 자 등 경제

활동 능력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이 요구되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과는 

별도로 복지정책적 보조금이 제공됨.

 정책서민금융제도의 내용은 <부록>의 첨부자료 참조

4) 김동환 등(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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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 서민금융)

 저소득 가구의 비중 증가로 서민금융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시장기능에 의한 

서민금융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 갭을 해소하고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같이 민간재원을 바탕으로 한 정책성 서민금융이 

2008년 이후 도입되었음.

이들 정책성 서민금융은 급증하는 서민금융 수요를 시장기능을 통해 해소

하지 못하여 발생한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

즉 민간재원이 중심이 되고 재정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인데, 민간 금융회사

가 재원조달과 자금배분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서민금융시장 조성 기반 

확보 등 서민금융의 기능을 보완함.

다만 이들 정책성 서민금융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는 도리어 시장기능에 의한 서민금융을 중장기

적으로 약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하게 됨.

즉 신용정보 및 리스크관리 능력이 제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성 서민

금융의 신용보증으로 인해 시장금리에 비해 저금리 대출이 제공되면 상업

적 베이스의 서민금융이 구축되는 효과가 나타남.

 정책성 서민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는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특정 기능이나 부문에 특화하면서 상호 보완성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들 정책성 서민금융이 출범할 때는 창업자금, 운영자금, 생계자금, 일반

자금 등이 혼용되면서 함께 지원 대상이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점차 분야별

로 특화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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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은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창업 및 운영자금 중심으로 지원되고, 햇살

론은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을 통해 운영자금과 생계

자금이 제공되고, 새희망홀씨는 은행을 통해 서민에게 일반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표 7> 정책성 서민금융의 현황

구 분 미소금융(08년 7월) 햇살론( 10년 7월) 새희망홀씨( 10년 11월)

대출기관 미소금융재단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은행

재 원 휴면예금, 금융기관 및

기업의 기부금

중앙 및 지방정부와 서민금융

기관의 지역신보 출연(95% 부분

보증)

은행 자체재원

대출대상 서민의 자활 지원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의 생계 및 운영자금 지원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  

서민의 일반자금 공급 :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자,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자금용도

(대출한도)

창업자금(7천만원), 

운영자금(2천만원), 

시설개선자금(2천만원)

창업자금(5천만원), 

사업자금(2천만원),

생계자금(1천만원)

생계자금 및 사업자금(2천만원 

이내)

금 리 2∼4.5% 8∼11% 11∼14%

대출목표 10년간 2조 2천억원 5년간 10조원 5년간 은행권 영업이익의 10%

대출실적

(￫ 12년 6월)

0.5조원 2.1조원 5.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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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제점

 서민금융은 상당기간 동안 시장기능이 위축되면서 시장실패가 노정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책성 서민금융이 공급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회복시킬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서민금융의 중개기능이 취약해지면서 시장실패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서민

층이 사금융을 이용하며 불법 고금리 및 추심에 시달리는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민간 및 공공자금이 결합된 정책성 서민금융이 공급되면서 시장기능

의 공백을 우선 메우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 

정책성 금융에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음.

향후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시장개입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시장기능의 회복 속도에 맞추

어 정책성 금융의 수위도 조절되어야 함.

1. 시장성 서민금융

 지난 10년간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에 따른 

서민금융의 수요 증대, 신용대출 비중의 축소,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율 등으로 

서민금융 중개기능은 약화되어 왔음.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대출이 연평균 13% 정도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극

화의 확대로 저소득계층이 급증하면서 서민금융의 초과수요는 계속 확대

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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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중 우량고객이 비은행에서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비은행

기관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대출은 증가하고 신용대출이 감소

하는 추세가 계속되어 왔음.

동 기간 중 은행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금한도 확대로 비은행으로 유입된 예금이 대출로 충분히 전환

되지 못하는 금융중개기능의 취약성도 드러났음.

 이와 같은 모습은 서민금융에서 중시되어야 할 공동유대 의식과 지역밀착형 

금융방식이 계속 취약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의 수집 분석기능과 

신용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지난 10년 동안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대형화 및 글로벌화 추구 일변도의 

신자유주의적 금융환경은 비은행예금수취기관의 특성인 공동유대 의식과 

지역밀착형 개념을 퇴색시켰음.

또한 국제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 체계를 여타 금융기관들의 

고유한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공동유대와 지역밀착 개념

보다도 건전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했음.

이와 같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이 부실화

되면 정리보다도 합병을 통해 대형화함으로써 부실이 다시 확산되는 과정

도 겪었음.

꼬리위험(tail risk)이 커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은 서민금융

의 경우, 신용정보 수집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데 상업성이 강조되면서 여의치 않았음.

 공동유대 의식과 지역밀착형 경영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을 지향해야 하는 금융

기관들이 상업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면서 대형금융기관과 경쟁함에 따라 기존

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부실가능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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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를 추구하는 대형금융기관과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중형금융기관

과 달리 소형금융기관들은 지역밀착형이 강점임.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대형화 및 겸업화라는 큰 틀 속에서 금융업종뿐만 

아니라 대형 중형 소형 금융기관들 상호간의 벽이 무너지면서 금융기관

의 고유한 특성들이 희석되어 왔음.

이는 그 동안 금융규제와 감독의 기본 틀이 국내외에서 모두 특정부문에서

의 비교우위보다도 업종간 경쟁을 중시하는 대형화 및 겸업화 기조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임.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자유화의 확대로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업무의 기반 

약화, 정책 대응과 감독 검사의 취약성,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등

으로 산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5)

금융자유화의 확대로 은행의 여신금지업종이 해제되고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을 중시함에 따라 기존 저축은행의 주 고객들이 은행으로 이전하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기반이 약화되었음.

고객기반 취약성을 해소하고자 소액대출 확대, 명칭 변경, 여신한도규제 

완화, M&A 촉진 등의 대책을 계속 추진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보다는 부작

용으로 인한 부실만 확산된 결과를 초래

즉 저축은행 대형화 및 계열화를 촉진하였으나 도리어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확산된 결과만 초래되었고, 경영실태와 건전성에 대한 상시

감시와 현장검사도 미흡했음.

5) 금융연구원(20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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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소유제한이 없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취약한 적격성 심사가 저축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와 불법행위 확대를 유발하여 결국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구조적으로 높은 조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

도 높아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등 시장에서 특별히 

비교우위를 찾기 어려움.6)

은행에 비해 규모 및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비과세예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경쟁금융기관들과 비교할 때 비교우위가 별로 없음.

더욱이 지점 및 직원 수가 적어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과 대출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면서 7%대에 육박하는 모집수수료를 추가

로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30%대 중반의 고금리 신용대출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제공

되면서 부실여신의 확대, 생산적 목적 차입자의 기회 박탈,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 등 부작용이 발생

(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은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 등 효율성과 상업성 위주의 신자유

주의 조류 하에서 공동유대, 상호부조 및 관계형 금융의 특성이 계속 약화되어 

왔음.7)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본질적으로 구성원(조합원 및 

회원)의 공동유대하에서 가계 및 사업자금을 지역밀착 경영을 통해 관계형 

금융의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6) 금융연구원(2012.12) 참조

7) 신협의 합병 및 대형화 등 성장위주의 전략과 공동유대기반의 훼손이라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진배(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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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성원이 고객이면서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므로 구성원이 요구하는 

경영목표를 추구하면 경영진과 고객(구성원에 해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

므로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은 정량적 정보보다도 정성적 정보의 의존도가 높은 관계금융

을 취급하기에 적절하고, 상업적 목표와 함께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공공

적 목표와의 조화에도 유리함.

그러나 그 동안 금융자율화 확대 과정에서 상업성 일변도의 금융환경이 조성

되면서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관계금융 방식은 대형화와 효율성 추구 중심

의 상업성에 의해 기반이 붕괴되어 왔음.

다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금융조류에 대한 반성과 

서민금융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상호금융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와 같이 상업화가 확대되면서 상호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중에서 담보대출과 

거액대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중개기능은 위축

되었음.8)

 상호금융기관은 과거에 자신의 구성원에게 대출을 주로 제공하면서 신용대출

의 비중이 높았으나, 지난 상당기간 상업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담보대출이 

확대되어 왔음.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우량고객에게 가계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우량 

구성원들의 대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도 낮은 

구성원의 이용 기회가 확대되었음.

8) 이재연 서정호(2012) 일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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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그 동안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보다는 담보대출이 증가하였음.

*상호금융기관의 신용대출비중은 매년 감소하여 2010년 말 총 대출의 10% 이하임.

특히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규모가 확대되면서 거액 대출비중도 함께 확대

되었음.

* 2010년말 신협의 건당 1억원 초과 대출이 금액기준으로 50%를 넘으며, 농협 상호

금융도 건당 5억원 초과 대출이 20%에 이름.

 그 동안 상호금융기관의 낮은 예대율을 두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미흡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상호금융기관의 여신은 외환위기 이후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축소

되어 온 반면, 2009년 1월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로 인해 수신에 비해 대출

증가폭이 적어 예대율이 하락하였음.

상호금융기관의 대출비중은 총자산의 60~70%에 불과하여 상당한 자금이 

중앙회예치, 또는 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해 운용

(대부업체)

 2011년말 등록대부업체는 1만 2,922개이나 이를 관리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

는 소수에 불과해 담당자 1인이 평균 60개 업체를 담당하는 등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잔존9)

2011년말 등록대부업체의 거래자는 약 250만명, 거래 잔액은 8.7조원이며, 

미등록대부업체는 등록대부업체의 규모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

9) 금융연구원(2012.11) 참조, 단 2013년 1월 등록대부업체 수는 1만 934개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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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부업시장 점유율이 88%인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122개(1% 

해당)로 금융감독원 직권검사가 가능하나 자산 100억원 이하의 대다수 업체

들은 지자체에서 소수의 관리자가 담당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은 평균 1.3명으로서 이들은 평균 170∼

470개 업체를 담당하며 업무 담당기간도 평균 1년 이내에 불과하여 업무의 

사각지대와 전문성 문제에 노출

이와 같이 대부업체의 등록 영업정지 취소 및 감독권은 지자체에 있으나 

담당 인력이 소수이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2002년 대부업법을 시행하면서 많은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간단한 등록만으로 사업영위를 가능케 하였으나, 문제는 수많은 소규모 업체

가 난립하면서 관리 감독이 더욱 어려워졌음.

대부업 등록제한이 없어서 대형업체와 소규모 및 개인사업자만 많고 자산

규모 수십억원대의 중간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임.

또한 폐업후 등록비 10만원이면 제한 없이 재등록이 가능해 불법적 행위를 

제약할 장치가 취약한 상태

이에 따라 불법 고금리와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07년말 1,774건에서 2012년 4월 2만건을 넘어

서는 등 대폭 증대되었음.

 또한 대부업 자금조달비용이 현행 최고금리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상한(현행 39%)을 인하할 경우 도리어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부작용 확대 우려

대부업의 평균 대출 원가는 조달금리 10%, 판매관리비 13%, 대손비용 13% 

등으로서 현행 금리상한선인 39%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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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금리상한만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등록을 포기하고 음성

화하는 대부업체가 속출하면서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수많은 서민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큼.

2. 정책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제도)

 정책서민금융제도도 일반적인 정책금융과 유사하게 지원체계의 다기화에 따른 

중복지원과 사각지대의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요 공급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10)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독자적인 제도 추진의 결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과다 지원 및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과소 지원 등 효율성 문제 유발 가

능성  

유사한 지원제도 상호간에도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요건이 상이하여 

지원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문제될 가능성

저금리의 정책서민금융 수혜자와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동일한 조건의 시장

차입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과다한 공적보증이 제공될 경우 취급

기관이 신용평가를 등한시할 가능성 

(정책성 서민금융)

 정책성 서민금융은 보증을 기반으로 하는 저금리 자금 제공에 따른 차입자와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장기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11)

10) 김동환 등(2010) pp.12~16 참조

11)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서민금융의 한계에 대해서는 박동규(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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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복지적 성격의 정책성 서민금융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며 신용할당 문제를 유발하여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

즉 정책성 서민금융의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을 경우 정책성 서민금융의 

수혜자는 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들보다 혜택을 받는 역차별로 인해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발생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의 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대손

비용을 자체 수익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 축소지향적 운영 불가피

특히 95%라는 높은 보증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은 서민의 신용

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신용분석 노력을 등한시하게 되어 

시장기능 발전을 저해 

 정책성 서민금융은 그 동안 일부 특화되는 모습도 보였으나, 지원주체가 각각 

다르고 컨트롤타워 기능이 취약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이 상호 중복되는 비

효율성의 가능성이 남아있음.

일부 리스크 분석 및 사후관리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중장기적 성격

의 창업 운영자금 수요와 단기적 성격의 생계자금 수요가 혼재되어 지원

되고 있음.

또한 콘트롤타워의 한계로 인해 창업 운영 생계자금이 중복 지원되면서 

제도들 상호간에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음.

특히 은행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을 직접 취급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평판리스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의 기반을 잠식해 

나가는 또 다른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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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성 서민금융은 체계적인 신용정보의 축적 미비, 리스크 관리의 전문성 

부족, 신용보증에 대한 과다한 의존 등으로 인해 차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금융기관을 자금공급 창구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와 리스크관리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서민금융기관들 스스로도 서민에 대한 신용정보 

축적 및 리스크관리 능력이 취약함.

특히 신용보증비율이 95%이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획득 및 리스크 관리

의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서민금융 취급 규모만 증가할 뿐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고 부실만 양산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신용보증에 의존하는 햇살론의 연체율은 2012년 12월말 9.9%인 

반면 자체 자금과 신용평가를 활용하는 은행의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4%임. 

또한 신용분석 기능이 취약한 미소금융의 연체율도 5.7%인데, 이 중 복지

사업자의 부실률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등 신용분석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

성 서민금융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정책성 서민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시장성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경우 장기

적으로 시장성 서민금융의 근간이 훼손되면서 시장기능에 의한 서민금융의 

공급기능 자체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음.

정책성 서민금융은 시장성 서민금융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부분을 보정

하는 역할이 바람직한데, 이를 넘어서서 시장성 서민금융을 잠식하면 시장

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특히 저금리 자금이 과도하게 제공되거나 신용보증 의존도가 클 경우, 신용

정보 축적과 리스크 관리라는 시장기능의 하부구조를 구축할 기회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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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기본방향

 향후 서민금융체계는 시장성 서민금융을 중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정책성 서민금융의 효율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필요

서민금융은 시장기능에 의존하여 소액신용대출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공급

되도록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기초 토양을 만드

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함.

다만 이와 같은 작업은 시장의 구조와 행태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상당기간

이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적 처방

도 병행되어야 함.

만약 지금과 같이 시장기능에 의한 서민금융 활성화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정책성 서민금융에만 초점을 맞추면 후자가 전자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자생적 서민금융기능이 사라지게 됨.

즉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책성 금융을 공급하는 시장

개입이 중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기능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됨.

 서민금융은 시장성 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제도, 정책성 서민금융의 3원적 

체제인데, 이들 목표는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으로 동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도의 체계하에서 각각의 특성이 감안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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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서민금융은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이 담당하므

로, 어떻게 하면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무담보 무보증의 소액신용대출을 

서민에게 원활히 공급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함.

또한 정책서민금융제도는 여러 부처로 다기화되어 서민을 대상으로 생계

자금, 사업자금, 주거자금, 학자금 등을 공급하므로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중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성 서민금융은 신용분석 기능의 보완

과 함께 콘트롤타워의 취약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재원의 지속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함.

2. 시장성 서민금융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에 대한 

개념 재정립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논의와 정책 집행을 상당기간 추진할 필요

서민금융 정상화는 몇 가지 정책을 단기간에 시행한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임시방편적 시책의 반복에 따른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

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함.

즉 은행과 유사한 국제적 표준인 바젤의 건전성 규제에만 초점을 맞출 것

이 아니라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성격의 지도, 

감독 및 규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다만 이들 시장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는 시장 실패부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성 서민

금융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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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시장성 서민금융은 관련 기관들이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신용도 낮은 고객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할 것인가가 관건임.12)

시장성 서민금융 기관들의 근저에 있는 지역밀착과 관계형 금융 및 공동유대 

개념은 지난 상당기간 매우 취약해졌는데,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은 제한된 업무영역에서 한정된 고객과 수시로 접촉

하며 관련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리스크를 정밀 분석하는 고

비용 관리구조가 전제될 수밖에 없음.

고비용 관리구조의 금융기관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대형금융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타겟 고객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들과 관계형 금융을 지속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특히 서민금융의 인프라에 해당되는 신용정보 수집 및 신용리스크 분석 기법의 

틀을 업권별로 공동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

 이와 같이 서민금융기관들의 조직구조 및 영업행태를 재편하는 구조조정 작업

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T/F를 구성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성격의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함.

이들 기관의 영업행태는 이미 상당기간 변형되어 왔으므로 이들의 조직구조 

및 영업형태를 재편하는 구조조정 작업 또한 향후 상당기간 노력을 지속해

야 가능한 과제임.

12)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근우(2003), 홍순영 이종욱(2004), 박동규 
(201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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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책 감독 당국은 관련 금융기관과 함께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과 상호부조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T/F를 구성

하여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

또한 상호부조 및 지역밀착 개념은 기본적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우선시

하기보다도 고비용이 요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민금융을 제대로 취급

할 경우에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다만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과 상호부조의 개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탈하는 기관의 경우 페널티 부여 등 네거티브 형태의 동기 유발 방식도 

고려 가능

 지역밀착과 관계형 금융 및 상호부조의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모범규준

과 사례(best practice) 홍보, 세미나와 토론회 및 실적공표, 성공과 실패사례

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등이 중요13)

이들 개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초기단계에서는 서민금융의 모범규준과 

사례 등을 널리 홍보하고, 세미나, 토론회, 실적 공표 등을 통해 이해관계

자들간에 상호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

그 다음 단계에서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액션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체크하기 위해 주요 사항들을 검사매뉴얼에 반영하여 실무적인 점검 과정

에서 활용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관에게는 표창장 수여

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목표달성이 어려운 기관은 테마검사 시 문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 필요

13) 일본의 금융감독청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금융기관의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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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기에는 상호 이해를 통해 기관별로 자발적인 제도 및 관행 정착을 유도

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는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등을 상당기간 반복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장성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기관은 크게 조합형기관과 비조합

형기관으로 이원화되므로 이들을 차별화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경영실태평가

와 검사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조합형기관의 경우 공동유대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부조의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농촌지역이나 직장조합의 경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조합개념이 

살아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

한편 공동유대의식이 취약하고 상호부조의 개념이 대부분 사라진 도시지역 

조합의 경우 특정상가나 특정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발로 뛰는 지역

밀착형 금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함.

또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비조합형금융기관들은 공동

유대의식이나 상호부조의 개념이 아예 없으므로 도시지역 조합과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함.

이와 같은 영업행태의 방향 전환에는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상당기간 토의를 

거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실무적 차원의 

T/F의 구성이 필요함.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면 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검사를 통해 파악하여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검사결과를 경영실태평가

에 반영하여 변화를 촉진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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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사례14)

 일본은 2002년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기 위해 금융재생프로그램을 공표

하였고, 이 계획 추진과정에서 중소 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해 

관계형 금융을 널리 활용하기 시작했음.

관계형 금융은 단기적인 양적 평가가 아니라 고객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를 통해 얻은 비공개적이고 정성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기업의 

라이프사이클과 비즈니스모델을 고려하며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는 금융거래

로 이해됨.

즉 재무자료 중심의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계형 금융

의 시각을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회생가능 기업을 선별하여 부실

처리 여부를 결정함. 

 일본 금융감독청은 2006년까지 지역중소기업의 재생과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두 차례 발표하였고, 2007년부터는 실행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지침을 공표하고 모니터링을 하였음.

금융감독청은 관계형 금융을 지역금융기관의 비즈니스모델로 정착시켜 지역

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정상화시키고자 200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실행프로

그램을 발표하고 관련 보고서도 발간하였음.

2007년부터는 감독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검사매뉴얼에 반영하여 검사역, 금융

기관 및 차입자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제도 및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하였음.

 우선 지역금융기관들이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기 위해 

경영진 스스로 추진 태세를 정비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한편 추후 

감독 과정에서 점검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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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계형 금융의 정착을 위해 경영계획의 설정, 영업점 지원, 외부전문

기관과의 연대, 인력 양성, 지역고객과의 정보 공유, 업무평가, 내부감사 등

에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함.

이 과정에서 고객기업과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해당기업의 

경영목표와 과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실행케 

하는 컨설팅기능도 중요 

또한 금융기관의 대처 상황과 이에 대한 고객의 평가 등을 위해 연 1회 조사

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관련 심포지엄과 추진 상황 및 사례집 발표, 현장조사 

등의 각종 감독 수단을 활용

 또한 시장성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민소액신용

대출 취급 규모를 총 대출의 x%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소액신용대출

권고제도를 도입하여 업종별로 차등 운영할 필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영업방식이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므로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적극

적인 지도 및 경영관리가 중요

이를 위해 금융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서 서민소액신용대출권고

제도를 업종별로 차별화하여 도입하고 총 대출의 일정비율 이상을 서민의 

소액신용대출로 활용토록 권장함.15)

14) 금융연구원(2012.12) 및 일본의 금융감독청 관련 자료 참조

15)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과 유사하게 서민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의무비율제도의 형태로도 도입
할 수 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화시키기보다는 서민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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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7등급이하인 서민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대출비율이 총 대출의 x%를 상회하도록 감독상 권고 및 지도

를 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반영함.

만약 업종별로 차등화된 권고대출비율에 미달하게 되면 경영평가 시 상당

한 감점을 줌으로써 다른 분야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동 요인의 감점을 

통해 종합등급이 하향 조정되도록 조치

반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인 기관의 경우 세제 혜택

과 점포 증설 등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

 특히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비율이 높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서민금융기관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저리자금의 

지원 등 재무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즉 미소금융 등 정책성 서민금융제도의 자금 일부를 출연하여 서민금융

기관지원기금을 만들고, 동 자금을 서민 소액신용대출비율이 높은 서민

금융기관에게 제공

지원 방식은 저리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소액신용대출 부실

을 내부유보 이익으로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본 확충을 도와주는 방안

도 고려

이와 같은 당근제공(incentive) 방식은 경영지도 및 감독상에 벌점을 부과

하는 채찍방식(penalty)과 균형있게 운영되어야 함.

*이와 같은 당근 제공 방식은 소규모 창업, 낙후지역 주거시설, 저소득층 금융서비스

에 특화하는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미국의 CDFI fund(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등 선진국에서는 서민금융 장려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16)

16) 한국금융연구원(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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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기금은 최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신용대출과 자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안

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여 금융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17)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대안금융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서민금융의 특성인 고비용-고위험 구조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에게 자활 및 생계형 소액신용대출을 제공하고 금리를 10%(자활) 이내와 

20%(생계자금) 이내로 유지할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과 함께 사업

모델 및 상품개발, 시장진입 홍보, 고객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법인세도 감면됨.

(상호저축은행)

 향후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불법행위와 잠재된 부실을 현재화시키고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당기간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유지할 필요

가 있음. 

비조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동안 서민금융과 

거리가 먼 부동산관련 금융 등에 치중해 왔고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수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음.

17) 이순호(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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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을 겪었으나 아직도 부동산가격의 

하락 추세 속에서 많은 기관에 유사한 문제가 잔존해 있을 것이므로 부실

과 불법을 밝힐 상시구조조정 체제가 필요

조사를 통해 부실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필요시 공적자금도 투입해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신인도 향상을 

위해 감독을 보다 강화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금융의 공백은 여타 서민금융

기관의 기능 활성화나 정책성 서민금융의 공급 등을 통해 해소해야 함.

 구조조정 이후 상호저축은행은 중소영세상공인과 저소득층 가계를 대상으로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에 전문화하는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 위상을 재

정립할 필요

우선 대형저축은행은 은행과 거래하기 어려운 중소영세상공인에 특화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중소형저축은행은 서민소액신용대출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필요

후자의 경우 서민소액신용대출 권고제도를 적용하여 목표 초과 달성 기관

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점포 증설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상한 규제를 도입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대한 거액대출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며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도 도입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소유구조 분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소유구조가 분산된 경우에 한해서 

중장기적으로 신규 진입 허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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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상호금융기관들은 상호금융의 장점을 살린다는 큰 틀 속에서 상호부조와 지역

밀착경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감독기관들 상호간에 협조체제

를 정립하고 일원화할 필요 

상호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 차별화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미주나 

일본의 협동조합기관을 벤치마크하여 상호부조 및 지역밀착 경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이 과정에서 상호금융기관은 상업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상호부조와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보다 

중시할 필요

상호금융기관들은 신용사업 외에 경제, 교육, 지도사업 등도 수행하는 관계

로 규제 감독의 관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로 일원화가 어려울 경우 

동일한 내용의 규제와 감독이 적용되도록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만 대형조합 부실은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위가 

이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기시 특별히 이의가 

없는 한 수용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단위조합의 대형화 인센티브

도 방지

또한 중앙회는 단위조합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동시에 감독도 담당하는 

이해상충 관계에 있으므로 중앙회 감독기능과 감독원 감독 기능의 분업

구조의 재정비 필요

 향후 상호금융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감독체제의 재정립과 함께 

필요시 당근과 채찍을 병행 사용하고 신용관련 인프라의 공동 구축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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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에 관련된 규제 및 감독 체계는 은행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도입

할 것이 아니라, 이들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호부조, 지역밀착 및 

관계형 금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세제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예대율과 서민소액신용대출 비율을 유지할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과 점포 설립 및 영업 범위 등에 완화된 규제 적용

저신용자 등 서민에 대한 소액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앙회(연합회)를 

중심으로 서민대출관련 DB를 구축하고 7등급 이하를 정밀 분석하는 개인

신용평가 모델도 구축한 뒤 지속 보완함.18)

 또한 레버리지에 의한 상호금융기관의 과다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중장기적 

목표인 상호부조와 지역밀착경영을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배당과 지배구조 및 

업무영역에 대한 기본 틀을 명확히 할 필요19)

예금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하여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하는 한편, 이용고배당을 활성

화함으로써 세제혜택이 조합의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함.

조합형 금융기관은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밖에 없고 지나

친 자산증가는 건전성 버퍼를 약화시키고 과도한 상업성 추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자배당을 제도적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

특히 단기이익 목표보다도 중장기적인 상호부조 및 지역밀착 개념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자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핵심업무 중심

의 전문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함.

18) 비재무정보는 업종별 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서 정형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표준적 
형태의 질문서를 가지고 현장전문가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수요자 맞춤형이
어야 함.

19) 구본성(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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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의 틈새시장을 찾아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창업, 자산운영 등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역종합금융기관의 기능을 갖추어야 상호부조와 

지역밀착경영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음.

(대부업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의 감독 권한을 금감원으로 이관하고 지자

체는 자체 예산과 인력을 증원하여 중소대부업체 감독업무를 전담 수행

우선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는 감독원이 직권검사를 포함하여 직

접 감독권을 보유하고 향후 예산과 인력 확보를 감안 하여 직접적인 감독

대상을 확대

지자체도 예산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대부업체 담당자를 늘리고 

감독원의 지자체 파견 직원도 확대 요청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대부

업체를 확대시키면서 대형등록업체는 소비자금융업으로의 전환을 유도

불법 고금리 및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심위탁 행위 금지, 상시단속

체제 유지 등 법위반 사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사법적 처리를 강화하고 경찰

과 국세청 내에 상설전담팀 구성

대부업 등록 요건에서 최저자본금 보유, 폐업후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 등 

조건 강화

한편 불법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대손비용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달비용 감소를 통해 법정 금리

상한선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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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산 200억원 이상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대형등록업체는 향후 소

비자금융업이 출범하면 소비자금융업자로 인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과 유

사한 수준으로 규제 감독 

또한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시에 지불되는 중개수수료 상한(5%) 도입후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여 고금리 완화

 미등록대부업체와 사금융의 고금리 및 불법추심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등록대부업체로의 전환을 최대한 유도한 뒤 미전환업체에 대

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

불법대부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자체 등록을 대대

적으로 유도한 뒤, 응하지 않은 업체는 검찰 경찰권을 발동하여 발본 색원

한 뒤 형사 처벌로 중징계하는 방안 추진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 제출 등 보고의 범위를 넓히고, 

감독원, 경찰과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이 과정에서 불법 사채 동결 선언과 함께 불법사금융에서 빠져나온 신규 

수요자의 소액신용대출 충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도권 금융 및 정책성 금융

이 관련 상품을 확대 공급 

3. 정책서민금융

(정책서민금융제도)

 우선 정책서민금융제도는 중복기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자금 가용도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 도입 등 효율화 작업이 병행

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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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제도를 기능별 지원기관별로 분류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재

검토한 뒤, 중복기능을 조정함은 물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복지적 성격이 아닌 정책서민금융제도는 저금리보다도 자금의 가용도 

위주로 지원하고, 지원 방식도 민간 서민금융기관과의 전대계약(on-lending) 

등 시장친화적 지원 체계를 활용

(정책성 서민금융)

 정책성 서민금융은 대출부실의 축소와 지속 가능한 재원의 확보, 금리보다도 

가용도 위주의 지원 및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함. 

정책성 서민금융이 복지정책의 수단인 보조금적 성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는 부실률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도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대출 총량 목표의 달성보다도 대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민간 서민금융기관의 정보수집 및 신용분석 기능과 영업망 

네트워크를 보다 활용할 필요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저금리 지원이 갖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자금의 가용성 측면과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에 보다 초점

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장기적으로는 정책성 서민금융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민금융기관 

을 활용한 on-lending 방식 등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보다 확대해 나가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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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책성 서민금융은 창업, 운영 및 생계자금의 특성이 각각 다르므로 이

들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별자금의 성격에 맞는 금리와 보증 체계를 적용할 

필요

미소금융은 정성적 평가와 사후컨설팅이 중시되는 저금리 창업자금을, 햇살

론은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운영자금과 생계자금 등 시장원리를 보다 중시

하여 지원하는 등 명확한 분업구조 형성

창업자금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 저금리 지원이 필요하나, 

운영자금이나 생계자금은 금리를 상향 조정하여 시장금리에 근접하게 하는 

등 자금가용성 중심의 지원이 바람직

따라서 햇살론 금리를 차입자의 신용리스크에 맞게 차별화하여 상향 조정

하고(10∼25%수준),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서민금융기관

의 신용정보 분석 기능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야 함.

 우선 은행은 새희망홀씨와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취급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금융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

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은행이 서민금융시장에 직접 진입하여 시장점유율을 넓히면 기존의 서민

금융기관을 구축(crowding out)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실패하면 부실이 

증대되어 은행 신인도가 저하되는 모습이 됨.

따라서 7등급 이하 고객에 대한 신용분석능력이 취약한 은행이 직접 취급

하기보다는 지주회사나 은행 산하의 별도 서민금융전담 자회사가 서민금융

업을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은행 이익의 일정 부분(x%)을 서민금융을 

위한 기금 조성에 사용하고, 이를 일부 대안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전담기관에 

기부하는 방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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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의 CRA(지역사회재투자법)와 같이 서민이 거주하는 주요 지역에 

은행 점포를 확충하여 서민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햇살론은 시장성 서민금융이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자금과 생계자금 중심으로 지원하고, 취급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금리도 상향 조정할 

필요

서민금융기관의 인력 특성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자활의지와 경영능력 

등 정성적 평가와 컨설팅이 중시되는 창업자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우

므로 운영 및 생계자금 중심으로 지원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분석 능력 저하 등을 감안할 

때 햇살론의 현행 보증비율(95%)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햇살론의 금리도 시장원리에 의거하여 서민이 시장에서 자력으로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평균 금리인 20% 정도 수준으로 점차 상향 조정

될 필요  

 미소금융의 경우 자활의지와 경영능력의 평가 및 경영컨설팅이 중시되는 창업

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 내 분업구조 및 전문성 확보와 함께 

외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도 중요함.

중앙재단은 자금조달, 부실채권관리, 인력양성, 신용정보인프라 등 미들 및 

백오피스 기능을 담당하고, 직접적인 자금취급은 지역, 기업, 은행재단에 

일임하는 분업구조 형성20)

또한 금융전문성이 취약한 복지사업자나 기업재단은 지역재단이나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기관에 자금의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 고려

20) 한국금융학회 외(20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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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창업지원에 노하우를 가진 기존의 대안금융기관들을 널리 활용하여 

노하우 축적 및 시행착오 최소화21)

(정책성 서민금융의 운영)

 정책성 서민금융은 이와 같이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며 운영

될 수도 있으나, 제도들 상호간에 협업 및 분업구조 형성을 통해 시너지효과

를 내기 위해서는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가 필요

콘트롤 타워는 정책성 서민금융들을 상호 연계 운영하여 정책방향에 따라 

자금배분 등을 조율하는 한편 지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비효율성을 해소

하는 서민금융 종합지원체계 구축

또한 콘트롤타워는 지원대상 서민에 대한 정보를 집중하여 공유케 하는 등 

서민금융 정보의 종합관리 DB를 구축하고 서민금융 공동의 신용분석모형의 

기본 틀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

 그러나 정책성 서민금융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시장실패를 상당기간 보정하고 

서민에 대한 one-stop-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서민금융공사 

또는 정책서민금융기관(가칭)) 설립 방안도 검토할 필요

휴면예금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재원 확보의 제약조건을 해소하고 

서민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필요

이를 위해 정책성 서민금융을 현재와 같이 각각 기금의 형태로 운영할 것

이 아니라, 이들의 재원인 재정자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묶어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서민금융 전담기관을 새로이 설립 

21) 한국금융학회(20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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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관은 자본금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서민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

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부실을 최소화하면 서민자금 

공급의 지속성도 유지할 수 있음.

다만 동 기관의 형태를 금융기관으로 할 경우 건전성 규제 및 감독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고위험군인 서민층 지원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공사의 

형태도 함께 감안할 필요

 또한 정책서민금융 전담기관을 통해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제도간 중복가능성 및 사각지대 해소, 민간과의 협력 및 상호 보완 체제 구축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합하여 운영하면 정책목표에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제도

간 상호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

이 됨.

즉 대부업체를 찾는 다수의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200만∼500만원의 

소액신용대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상품을 집중적으로 제공

할 수 있음.

또한 서민에 대한 직접 대출과 서민금융의 보증 재원 마련을 상호 긴밀히 

통합하여 연계 운영함으로써 정책적 자금의 부족분을 민간자금에 대한 보증

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음.  

신용보증도 기존의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보증은 민간의 위탁보증제도를 널리 활용할 필요

한편 병원비 등 신속지원이 필요한 소액자금, 리스크가 높거나 또는 평가

가 어려운 자금은 상업금융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동 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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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민금융의 영역 구분

대  상 제  도 기  관

A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서민 ➡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
정 부

B
·현재 경제활동 능력이 없지만 미래의

경제활동 능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서민

➡
대안금융 NGO, 정책금융기관

C
·경제활동 능력이 있으나 기존 채무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정상적 신용공여가 
어려운 서민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정책금융기관

D
·경제활동 능력은 있으나 지불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서민
➡ 정책금융제도 정책금융기관, 상업금융

기관

공
공
성

                    (C)                   (B)                    (A) 
  

 일반 상업금융 영역

 

(D)

 일반 상업금융 영역

리스크

자료 : 김동환 등(2010) p.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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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책서민금융제도

1. 생활안정자금 

주관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일인당 지원한도

근로복지
공단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대부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서 3월 이상 재직
중으로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각 7백만원
-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1천만원

근로복지
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가동중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
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4
천만원 이하인 자

-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7백만원

신용회복
위원회

신용회복 
중인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또는 개인회생
개시 이후 2년 이상 변제개획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 개인회생자 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 각 최대 
1천만원

보건복지
가족부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의 150% 이내인 저소득계층(재산 1억원 이
하)

- 최대 무보증 1천 2백만원
- 최대 보증대출 2천만원
- 최대 담보대출 5천만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바꿔드림론 -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천만원 이내로
보증금 3천만원 이하에 대해 6개월 이상 정상
상환자

- 최대 3천만원

한국자산
관리공사

캠코두배로
희망대출

- 소득이 있는 자로 캠코 채무조정 대상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
인 자

- 바꿔드림론 지원받은 자 중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로 신규 고
금리 채무 차입이 없는 자

-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2년 이상 성실
상환중이거나 개인회생 채무를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

- 최대 1천만원

여성부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여성가장 
창업자금

- 배우자의 사망, 이혼, 장기실직 1년 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 여성

-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
을 부양하는 여성

- 미혼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여성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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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및 사업자금

주관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일인당 지원한도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창업지원 - 고용보험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  

  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

- 최고 7천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업체당 5천만원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자 치 단 체, 

새 마 을 금 고,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드림론 - 6대 뿌리산업체(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농

수축산 가공 및 유통산업분야 소

기업, 소상공인

- 운전자금 : 5천만원

- 시설자금 : 1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개업 후 6월 이상이 경과된 신용

등급 6~8등급의 자영업자

- 최대 2천만원(6등급 이상 

2천만원, 7등급 1천 5백

만원, 8등급 이하 1천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신용등급이 9~10등급 자영업자와

노점상, 우유배달원 등 일부 무등록

독립개인용역사업자

- 최대 3백만원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사업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 5천만원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자영업 창업 임차 

지원사업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채권보전

(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

를 제시한 경우

- 1억원 이내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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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안정자금(구입 및 임차자금 등)

주관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일인당 지원한도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 부부합산 연간소득(상여금 제외)이 

3천만원 이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

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6개월 이상 무

주택인자로서 중도금대출인 경우 분

양가의 10% 이상을 납입한 자

- 주택구입자금 : 분양가 범위 

내 최고 1억원

- 중도금 : 분양가의 70% 범위 

내 1억원

국민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

- 최대 1억 5천만원

- (임차보증금×80% - 기 보증

잔액) 혹은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예상액 + 상환

방식별 우대금액 – 기 보증

잔액) 중 적은 금액 

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80%) 혹은 

(임차보증금 – 기 납부금액) 

중 적은 금액

주택금융공사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 부부합산 연소득 2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소 1백만원~최대 1억원)

- 다자녀가구 : 최대 1억 5천

만원

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 임차보증금 

특별보증

- 신용회복기관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24회차 이상 변제금을 납입한 신용

회복지원자

- 최대 1천 5백만원

주택금융공사 임차중도금보증 -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임대

차계약서 상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 (1백만원) 혹은 (임대보증

금의 70%×보증비율 90%) 

혹은 (임대보증금에서 기 납부

금액을 차감한 납입예정액

×보증비율 90%)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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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대학생을 위한 금융지원

주관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일인당 지원한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정부 학자금대출 - 소득 7분위(연소득 약 5,371만원) 

이하 가정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

(단, 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

분위 무관)

- 등록금 : 소요액 전액

- 생활비 : 연간 2백만원 

이내

자산관리공사 바꿔드림론 대학생 

전환대출
- 학자금 용도로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

-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저소득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층(20

~29세)

- 최대 1천만원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

체한 대학생

미소금융중앙재단 청년 대학생에 

대한 긴급 자금 

대출

- 만 20~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저

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무

등급자)

- 만 20~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저

소득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하는 자)

- 최대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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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지원

주관부처 사업명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고용노동부 워크넷 - 채용정보 제공

- 취업상담 및 지원서비스 : 직업

심리검사, 직업상담, 취업지원 프로

그램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영농, 청소, 재활용, 복지시설 도

우미 등의 근로사업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자 

취업지원

-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확정자 중 실직하였거나 전직을

희망하는 자

- 취업전문상담사의 상담 및 구직

정보 제공

- 취업추천서 발급, 신원보증보험 

발급 추천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및 무료 

직무교육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자 

취업지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회복

위원회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

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

- 정부 고용장려금 540만원

- 신용회복기금 고용보조금 270만원

자료 : 서민금융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금융연구원),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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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Measures to Promote Low-income Finance 

Sangho Sohn and Jae-Youn Lee 

Low-income finance recently emerged as one of significant financial issues 

in Korea. Intermediation of low-income finance has steadily declined over the 

previous decade, while demand for low-income finance has sharply risen due 

to widening economic polarization. Faced with partial market failure to provide 

low-income finance, the government began to expand policy loans for low- 

income people at a large scale. However, using such measures as policy loans 

which may weigh upon market function could not persist in the long-term. To 

restore market function for low-income finance, a  complementary mechanism 

should be in place as soon as possible.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banking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worked and expanded for low-income 

financing. To this end, a variety of incentive and penalty schemes should be 

mixed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be equipped with the relationship banking. 

In addition, various incentive schemes might be considered to foster low- 

income financing, such as introducing recommendation system of maintaining 

a certain ratio of lending for low-income finance, establishing state-fund to 

support low-income financing institution, and offering finance and tax incen- 

tives for MicroFinance Institution. In parallel with restoration of market 

function, policy loans for low-income finance should be streamlined with 

enhanced role of control tower, such as introduction of the policy loan 

institution that exclusively deal with low-income policy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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