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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점에서 본 할부금융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들어가며
☐ 할부거래는 공급자(판매자)측면에서는 고가의 재화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재고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거래당시
일시불로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분할상환으로 지
불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거래
방식임. 그러나 소비자 측면에서 할부거래는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접
근성을 높여 불필요한 소비를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등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o 할부거래는 공급자 측면에서 판매촉진 수단이 되며, 소비자측면에서는 구매력증
진 수단이 되어(배사라, 2014) 소비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
o 그러나, 소비자측면에서 할부거래는 쉬운 구매접근성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충동
적으로 일으키고, 이는 매월 고정적인 지출을 늘려 가계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o 소비자측면에서 할부거래 이용은 ‘빚’을 지는 것이며, 상환에 대한 부담을 지
는 것임
o 또한, 계약 체결 시 이용하는 약관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소비자는 이에
대해 잘 모르거나,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세한 내용은 모른 채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약관은 소비자 권리와는 상충되게 작용할 가
능성이 높음
o 공급자측면에서 할부거래는 재화 제공에 따른 대금을 완전히 받지 않고 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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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므로, 채권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떠안는 것임. 따라
서 약관은 소비자의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음
o 할부거래는 이러한 거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
보호의 문제가 깊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임

☐ 할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
가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 할부금융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자동차 할부금융은 대표적인 업체인
캐피탈사 이외도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등이 가세하여 치열한 경쟁
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신차보다 중고차 거래가 활성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
고 있음
o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캐피탈사는 극심한 경쟁을 돌파하기
위해 중고차 금융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나, 은행이나 카드사보다 상대적으로 저신
용 차주 비중이 높아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여신 건전성 악화와 수익성 감소 가
능성이 있음
o 또한 할부금융업에서 자동차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전체 할부
금융 취급실적 중 자동차 금융실적이 2018년 기준 약 93%에 이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자동차금융을 주력하고 있는 캐피탈사의 사업 다각화 및 리스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o 중고차금융은 중고차 거래를 연계한 딜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에 딜러에게 지
급하는 수수료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는 높은 금리
를 부담해야 함. 자금부족으로 중고차 거래를 생각한 소비자측면에서는 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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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되고, 이로 인해 중고차 거래를 꺼리게 됨

☐ 본고는 소비자관점에서 할부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소비자의
할부금융이용과 할부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짚어 봄으로서, 소비자보
호를 위한 개선방향 및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2. 소비자관점에서 본 할부금융시장
가. 할부금융개요
☐ 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재나 주
택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구입자금의 전
부 혹은 일부를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
를 내고 원금과 이자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제도를 의
미함. 이는 소비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점에서 ‘소비자신용’으
로 분류됨
o 할부금융의 거래당사자는 소비자, 공급자(판매자) 그리고 할부금융사가 됨
o 할부금융 약정 및 대금결제 방식의 흐름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할부금융 약정 및 대금결제 방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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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소비자원 (2011). 중고차 할부금융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연구>

o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할부금융업은 신용카드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당국의 허가
가 필요한 인,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임. 따라서 일정한 자본금 요건만 갖추면 등
록 후 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o 2018년 12월 기준, 할부금융사 21사, 신용카드사 8사, 리스금융사 22사, 신기술금
융사 5사, 저축은행 7사, 총 63사가 할부금융업 등록사임
o 할부금융업이 취급하는 주요 금융상품은 내구재, 기계류와 주택으로서 이 중 자
동차금융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2018년 기준, 총 할부금융 취
급실적 21조 830억원, 자동차금융 취급실적 19조5,768억원으로 자동차금융 비중
이 전체 할부금융비중의 약 93%를 차지함)
<표 1>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억원)

4

소비자관점에서 본 할부금융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자동차
103,660
61,564
92,018
92,154
89,193
103,431
118,319
136,197
158,862
185,361
195,768

내구재
가전
기타
219
96
180
193
971
1,346
391
512
410
250
248

2,278
813
1,028
1,569
1,528
2,398
2,850
4,212
4,337
4,682
3,441

주택
106,157
62,472
93,226
93,916
91,692
107,175
121,560
140,921
163,609
190,293
199,457

3,598
3,207
3,780
9,176
4,196
4,643
2,781
704
1,005
3,086
2,844

기계류
6,235
3,893
6,903
6,190
6,295
5,072
4,835
4,502
4,225
2,823
3,136

기타
441
257
623
896
1,325
1,212
1,930
2,517
4,208
4,824
5,394

합계
116,431
69,830
104,532
110,178
103,508
118,102
131,106
148,644
173,046
201,026
210,830

<출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할부금융업 현황 (2018)>

나. 할부금융시장에서의 자동차금융
☐ 할부금융시장에서 자동차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많음.
이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 중 주택 다음으로 목돈이 소요되는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 주택구입에 따른 부족자금의 융통은 1차적으
로 은행이 담당하므로 할부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주택금융 비중은
2018년 기준, 1.3%에 그침
o 할부금융시장에서의 자동차 금융 편중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음
(2015년 91.6%, 2016년 91.8%, 2017년 92.2%, 2018년 92.9%)
o 할부금융업의 대표적 회사인 캐피탈사는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산업용 기계나 건설장비 등을 취급하는 기업금융과 자동차 및 내구재 등을 취급
하는 소매금융을 담당함. 수신기능이 없기에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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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에 은행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o 자동차금융에 적용되는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리 적용되나 신차 금리는 최
저 2.4%에서 최고 7.99% 수준이며, 중고차 금리는 은행 4~5%대, 카드사 5~6%대,
캐피탈사가 11~16%대로 캐피탈사의 중고차 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임
o 중고차 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출연계를 도운 중개인이나 딜러에게 지급하는 수
수료가 금리에 포함되기 때문. 중고차 거래에서는 소비자를 캐피탈사와 연결시켜
주는 딜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수수료 외에 간접 수수료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음
o 캐피탈사의 비약적인 성장은 자동차 금융에의 집중을 통해서 가능했으며, 신차시
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점차 중고차시장 비중을 늘려가고 있음
<표 2> 신차 및 중고차금융 규모 및 비중 추이

<출처: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회사 제출 업무 보고서>

o 신차 및 중고차의 자동차금융이 증가하고, 정부의 중고차거래 활성화 및 세제 혜
택 등의 이유로 캐피탈사의 수익전망에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으
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은행, 카드사 등 경쟁사의 자동차금융 활성화, 은행,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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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저신용 차주 비중에 의한 연체율 상승 등 수익전망에
부정적 측면도 많음
o 특히 중고차금융 비중을 높이는 캐피탈사 입장에서 저신용 차주 비중의 증가는
캐피탈사의 여신건전성 악화와 순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다. 할부금융시장에서의 자동차 外 내구재금융
☐ 할부금융시장에서 자동차 외 내구재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
음(2018년 기준, 1.7%). 내구재 할부금융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가전
제품, 주방용품, 통신기계, 오토바이, 가구, 미용용품, 악기, 보일러
등으로 비교적 고가의 재화임
o 소비자는 자동차 외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를 주로 카드사 할부결제 방식을 이
용하여 구입함. 이때 할부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부가되고, 이는 할부결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게 책정됨(할부수수료는 기관마다 다르나 약
5.1~21.9% 정도임, 여신금융협회)
o 또한 카드사용은 한도규제에 따른 사용제약을 받을 수 있음
o 이에 고가의 내구재를 자동차처럼 대출을 통해 구매하면서, 카드 할부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수료, 카드 할부기간에 비해 긴 대출금 상환기간이란 이점이 있는
캐피탈사의 내구재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남(카드사 최장 할부
기간 최대 36개월, 캐피탈사 대출금상환기간 최대 60개월)
o 은행, 카드사 등 경쟁사의 적극적 진출로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시장이 레드오
션시장의 양상을 띠자, 캐피탈사는 내구재 할부금융으로의 사업다각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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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현대 소비생활의 특징적인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소유에서 사용으로’
라는 패러다임 전환과 맥을 같이 하는 ‘렌탈’사업의 활성화로 내구재 할부금
융 시장은 채 성장하기도 전에 점점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짐
(<표 1> 내구재 중 가전 및 기타 취급실적 추이 참조)

라. 소비자관점에서 본 할부금융약관
☐ 대량의 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약관은 계약 당사
자간에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고, 계약
의 효율성, 합리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
하나, 공급자의 상대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에 발생할 수 있
는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공급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는 불리한 계약의 가능성을 야기함(최병규, 2015)
o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문제는 기한이익상실의 일방적 적용, 철회권, 항변권
거절, 할부금융수수료 관련 등의 사항이 많음
o 기한이익상실의 일방적 적용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
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
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
항으로, 할부가격의 10분의 1 초과 규정은 무시한 채 2회 이상 연체만으로 기한
이익상실을 적용하는 사례임
o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소비자는 할부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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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물건을 계약서보다 늦게 받은 경우는 물건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 거래, 제품 훼손
이 없는 경우임
o 청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나 일부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
지 못하도록 상품판매 단계에서부터 ‘환불불가’사실을 공지하거나,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후에는 배송된 상품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환불은
불가하고 적립금으로의 전환조치만 가능하다는 등의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방해
하거나 거부하고 있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화 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
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실제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o 항변권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나 카드사가 이를 잘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
음.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이의 집행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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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의 할부금융이용과 할부금융시장의 문제점
가. 소비자의 할부금융이용으로 인한 문제점
☐ 소비자관점에서 할부금융 이용은 고가의 내구재 구입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내구재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
상을 도울 수 있음. 그러나 소비자는 할부금융에 적용되는 높은 금리
로 인해 상품 구입에 따른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소비자의 할부금융 이용은 ‘先 소비, 後 지불’을 의미함. 이는 현재 자
금이 없어도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빚,
즉 신용의 사용을 의미함
o 할부금융시장의 활성화는 소비자 신용에 대한 허용도를 높게 하고 있음
o 2018년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534.6조원으로 2017년 말
대비 83.8조원 증가함. 가계대출잔액은 1,444.5조원으로 2017년말 대비 74.4조원
증가하였고, 판매신용 잔액은 90.2조원으로 2017년말 대비 9.4조원 증가함
o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의 증감률은 낮아지고 있으나,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의 외상판매를 뜻하는 판매신용 잔액의 증감률은 낮아지지 않고, 서서히 높아지
고 있는 상황
<표 3> 가계신용 증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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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2019). 2018년중 가계신용동향>

o 할부금융 이용에 따른 이자비용은 가계지출비목 중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며, 이자
비용은 비소비지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4>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출처: 통계청,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 보도자료>

☐ 할부금융을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소비자 채
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소비자는 할부
금융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할부
거래상 소비자는 열등한 거래당사자가 되고 이는 다양한 소비자 피
해를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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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당시 설명과 다르게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취급 수수
료를 요구하는 경우
o 소비자가 할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해 금융사의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고통을
받는 경우
o 자동차 딜러의 폐업, 도피 등으로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상황에서 할부금을 납
부해야 하는 경우
o 이외에도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테면 할부금융이용 시 소비
자가 수취하는 약정서에는 적용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법, 이자계산방법, 수수료
계산방법 등 소비자의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 알기 쉽게, 그리고 분명하
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약정서의 거래조건 표시가 불분명하여 이로 인한 소
비자 피해가 발생함

나. 할부금융시장의 문제점
☐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은 소비자 선택권과 거래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만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 사용에 대한 허용도를 높여, 무분별한 신용
사용을 유도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이는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판매신용 비중의 점진적 증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 할부금융시장에서의 자동차 금융 편중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
지고 있고 특히 자동차 시장 영업의존도가 높은 캐피탈사의 리스크
우려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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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거래의 증가로 중고차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차 금융을 담당하는 업체 간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중고차
시장은 정보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레몬마켓’임. 이에 감독
당국은 금융사에게 차 시세의 110%까지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중
고차 시세 정보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
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주문했지만 과다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수그러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표 5>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05.10.). 여전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 추진>

o 할부금융을 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사는 신차 할부금융 시장의 축소로 인한 새로
운 수익창출 기회로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에, 감독당국의 중고차 대출 개
선방안이 시행될 예정인 9월까지 막판 시장과열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됨
o 감독당국의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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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따라붙는 과도한 수수료 부가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 또 다른 형
태의 중개수수료 우회지원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고 판단됨

☐ 점점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할부금융업에의 진입
에 지금과 같은 등록제 적용이 맞는지 의문. 영업에 의한 경제적 가
치 추구 이외 ‘소비자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
는데 그렇다면 할부금융업 진출에 따른 진입장벽은 높아져야 함

4. 개선방향 및 정책제언

☐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소비자 지향적 할부금융시장 조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공유되어야 하고, 소비자 지향적 영업행위
를 위해 노력해야 함
o 할부금융은 재화구입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가 이용
하는 거래방법임. 따라서 할부금융 이용에 따른 과도하게 높은 금리 및 수수료는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리로 개선되어져야 함
o 할부금융약관과 약정서는 할부거래당사자간의 지위 특성상 불공정거래를 낳고,
이는 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약관과 약정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거래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알기 쉽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구성되어져야 함
o 할부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중고차금융의 영업관행개선
이 시급함. 감독당국이 발표하여 9월 시행예정인 ‘중고차 대출 영업관행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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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 자체적 노력과 당국의 모니터링 노력이 철
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o 특히, 개선방안 중 하나인 중개수수료 지급관행 개선은 중고차 중개를 담당하는
딜러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규제를 피해 우회적 형태로의 또 다른
관행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음. 이 부분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현대사회를 ‘할부 권하는 사회’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할부거래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보편적인 거래형태가 되고 있음. 이는 소비생활
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제공하지만, 할부도 ‘빚’이란 소비자 의식을 망
각하게 하고, 빚 부담에 대한 허용도를 높이고 있음. 따라서 할부거
래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활
성화해야 함
o 신용교육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
출 등과 같은 과다부채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대소비
생활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신용’교육이 더 많이 활성화되
어져야 함
o 또한 교육으로 인한 효과가 소비자 개개인에 체화되기 위해서 교육의 시기는 빨
라야 하며, 교육의 빈도는 높아야 함.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시기부터 ‘소비자
신용’교육에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o 더불어 필요 소비를 넘어 과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현명한 소비생활 교
육도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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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활성화는 공급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할부금융시
장의 활성화도 경기불황, 고용불안정,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한 소비
자 재무건전성 악화가 낳은 기회요인이라 할 수 있고, 이에 할부금융
업에의 금융기관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로 인한 과
한 경쟁 속에 궁극적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 있음. 이에 소비자보
호를 위한 정책보완이 시급함
o 소비자의 소비생활에서 그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할부금융업에의 진입장
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임. 일정한 자본금만 갖추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록제는 ‘자본만 있으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로 인식될 수 있음. 이러한
생각은 영업에 치중하느라 소비자보호문제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경제
적 가치 추구와 함께 ‘소비자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철
학과 소양을 함께 판단하는 방식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야 함
o 지금과 같이 자동차금융에의 과도한 편중현상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금융기관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 요인이 될 수 있
음. 이에 사업의 다각화를 의무적으로 모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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