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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 위기에 몰린 개인,

김보미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 은행 가계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코로나 의 경제 위기의 대응책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은 가계 부채를 급등하게19

함 가계 대출 관리를 하고자 정부는 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를 실시함. .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관련 대출에 제약을 걸어 놓은 상황에서 신용

대출까지 규제하면 필요한 자금 마련이 어려워 짐 자금이 필요한 위기의 자영업.

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인들은 제도권 금융 회사가 아닌 비제도권 금융회사로 몰리

게 됨 오히려 가계 대출 관리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경제적 약자를. 위기

로 내몰게 됨.

그림 업권별 개인대출 총액 증가율< 1>

단위( : %)

자료 금융감독원:

□ 가계 대출 수요가 오히려 제 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 발생2 ‘ ’

- 년 은행권보다 제 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율이 더 높음 특히 제 금융권 중에2021 2 . 2

서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의 가계 대출 총액 증가세가 가팔랐음.

- 년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조 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2020 1,045 1,818

임 년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조 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8.8% . 2021 1,098 8,598

율이 임 이는 년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율인 대보다 낮은 규모임5.1% . 2020 8% .

- 년 제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조 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2020 2 710 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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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년 제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조 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5.7% . 2021 2 768 2,658

율이 로 이는 년 증가율 을 웃도는 수치임 전체 금융업권 가계대8.1% , 2020 (5.7%) .

출 총액의 증가율인 보다도 높음 제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년 월 말6.3% . 2 2022 3

에는 조 원을 넘어섬771 .

□ 제 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 수도 증가2

- 년 월 말 다중채무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만 명이었는데2021 12 5.2% 450 2,000 ,

이들 중 제 금융권 대출을 끼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전년보다 증가한 만2 4.3% 413

명에 달함8,000 .

-다중채무자의 가계 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조 억 원임 제 금융권8.3% 600 6,000 . 2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가계 대출 총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조7.9% 523

억 원임5,000 .

자료 가계대출 다중채무자 증가율 추이< 2>

단위( : %)

자료 금융감독원:

□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정부는 가지 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 실시4

-연 소득 이내 한도로 신용 대출 가능

-마이너스 통장은 만 원이 한도임5,000 .

-전세 대출할 때 계약 갱신 시 잔금일 이전 임차보증금 증액분만 대출

-비대면 대출 취급을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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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약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 발생

-편법우회 대출만 기승을 부리면서 세입자들만 피해를 받는 부작용 발생 위기의 자.‧

영업자나 영세한 중소기업인도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관련 대출은 온

통 막아 놓고 신용대출까지 규제하면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없고 금리 조달 비용( ) 부

담만 늘어남 따라서 가계 대출 완화는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음. .

-사유 재산권과 사적 자치가 침해됨.

-대출 규제로 오히려 정부는 대출 관리가 어려워짐 제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 2

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함 그리고 다중채무자들이 증가함. .

-구시대적 관치금융임 대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임. .

□ 관리가 가능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엄격한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로 관리해야 함

-연 소득 이내 한도였던 신용 대출을 연 소득 이상 가능하게 해야 함.

-은행별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증액해야 함.

-잔금일 이후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야 함.

-특정 조건을 갖추면 비대면 대출 취급이 가능해야 함.

□ 정부 개입을 줄이면서 금융회사에 자율권을 줘야 함

-규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함 영세한 중소기업인이나 위기의.

자영업자를 비제도권 금융에 몰리게 해 금리의 부담을 가중시킴 정부도 마찬가지.

로 제 금융권으로 몰린 대출로 가계 대출 관리가 어려워짐2 .

-대출 규제로 수요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도 활용해 가계 대출을 관리해야

함.

-근본적인 문제는 대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임 구시대적 관치 금융으.

로 보이는 금융 정책을 해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볼지 염두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