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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김민진**

본고는 아시아 주요국의 우체국 대출서비스 제공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우체국금융이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
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해외 사례로 검토한 일본 우정은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저축/국채를 담보로 하여 한정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민간금융기관과 연계대출을 시행하면서 고객의 금융서비스 완결성 확보 및 자사의 전문
성 제고의 기회로 삼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대출서비스 확대를 위해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중국 우정은 모든 대출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금융 접근성 향상 및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농업, 농민 지원을 위한 소매금융 특화’ 상품/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실제로 소액대출의 73%가 시골 지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대출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확인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국우정이 인재 채용에서부터 네트워크 활용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역밀접형 대출사업
전략을 펼친 성과라고 분석된다.
두 국가의 선행사례를 통해 우체국금융의 대출 사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명확한 목적 하에 우체국금융만의 경쟁
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가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 및 현업 직원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고, 본고가 우체국금
융이 향후 대출 사업 진출 방안 마련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센터 부연구위원, jspark@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정경영연구센터 연구원, minjinkim@kis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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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6년 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인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세균 위원장은 “지금까지 서민들은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
및 사채 같은 고금리 대출에 시달렸다” 면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서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말하면
4등급 이하 약 1,000만 중․저 신용자들에게 금융권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우석훈 더불어 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10%대 우체국 신용대출과 같이 서민들의
금융권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정책은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
들이 ‘포용적 성장’을 위해 권고하는 정책으로 더불어 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회견에 참여
한 김정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지역경제분과위원장은 “우체국이 전국에 퍼져있고 금리도 적정한 수준이
어서 서민들의 금융이용이 아주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2016. 2. 28) 중－

최근 국회에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우
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이다.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이었던 서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러한 우체국 대출을 통한 서민금융정책 실현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앞서 우정정보 봄호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와 뉴질랜드 우체국금융은 전반적인 대
출업무를 시행하면서 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상품을 출시하거나 시장의 금리 인하를 유
도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여 수익성을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 및 중국우정이 시행하고 있는 서민대
출 사례를 살펴보고 우체국금융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김지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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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우정 서민대출 사례조사
1. 일본－유초은행
1) 금융업 연혁 및 일반 현황
유초은행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

도입된(1876. 5) 이후 거대한 금융부문을 형성하고 있다.

안전성과 정액예금(예금기간 최대 10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반
면 금리는 고정된 상품) 위주의 독특한 상품구조 덕분에 우체국예금의 예금잔고는 지방은행들
3)

의 예금잔고를 합친 것보다 많았고 점포수는 은행전체 지점수의 2배를 상회하면서 단일 금융
기관으로서는 일본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 경쟁
4)

이슈 가 불거져 나오면서 1997년 금융사업에 대한 민영화 논의가 처음 진행되었다. 이후 저금
리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민영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
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공사화를 통한 민영화 방안이 확정․공포
5)

되었다.

8년 후 2009년 12월, 다시금 도시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 정부재정 위기에 따른
우체국금융의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차이, 사업간 시너지효과 저하의 이유로
민영화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추진이 중단되었다가, 2011년 10월 일본 정부는 우정개혁법 제정
을 추진하면서 보편적 우편․금융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신사업 진입 규제 완화, 우체국예금․
보험 보장한도액확대 및 주택대출 등의 신규 사업 참가를 인정했고, 2012년 5월 다시 민영화를
6)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우정민영화법을 개정했다.

2)
3)
4)
5)

박재석 외(2013)
1999년 기준, 유초은행은 전체 개인 금융자산의 15%를 차지(이민환(2003))
Price Leader로서 자금의 운용과 조달 측면에서 시장메커니즘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이민환(2003))
공사화 동안은 예금보험제도 도입 없이 국가보증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세 및 사업세 면제 등 세제
상의 혜택도 과거의 국영체제와 동일하게 하도록 유지, 종업원 신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금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이민환(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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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일본우체국예금은 일본 총 개인예금의 약 25% 규모이며, 민간은행으로서 은행
법을 적용받고 있다.

<표 1> 유초은행 개요
자본금

3,500 billion yen

직원 수

13,215(As of Sep.30, 2015)

상품구성

－ 일본 우정은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예금, 대출, 외환 거래 등 금융 상품
과 서비스 제공
－ 민영화 이후 제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의 서비스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담보 대출, 국채 담보 대출, 은행 연계 대출상품 중개 등의 서비스 시행

네트워크
운영 현황

－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망은 총 24,145개(Branch + Post Office)
－ (직영) 234개의 Branch(유초은행의 직원이 상주)7), 27,244개 ATM
－ (위탁) 일본우편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23,911개의 우체국을 통해 고객에게 은행
8)
서비스 제공

출처: 유초은행 홈페이지

2) 대출 사업 개요 및 상품 구성
9)

유초은행은 수신규모면에서 2016년 기준 전세계 10위 규모이며 일본 내에서는 2위를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소규모 민간 대출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규
10)

제를 받으면서 대출을 포함한 사업영역 제한 역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타 해외의 주요 우정저축은행과 달리 직접적인 신용 및
부동산 담보 대출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계좌대월 제도와
유사한 저축․국채 담보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재산형성 담보 대출, 저축 담보 대출, 국채 담보
6) 박재석 외(2013)
7) 직영으로 운영되는 창구는 일본유초은행을 상징하는 초록색 팻말을 사용
8) 또 다른 형태로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는 민간업자에게 유초은행의 업무를 위탁하는 간이우체국으로 전국 약
4,000여 점포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은 다루지 않음
9) 2016년 기준 2조 220억 달러로 9위인 Bank of America에 이어 10위를 차지. 일본 내 최대 은행은 미쓰비
시UFJ로 2조 9,010억 달러로 전세계 3위(www.Relbanks.com)
10) Japan Post Bank 연차보고서(2016),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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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모두 저축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며, 이외에 스루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카드 및 모기
지 대출을 중개해주고 있다.

[그림 1] 유초은행 대출상품

출처: 유초은행 홈페이지

<표 2> 유초은행 재산형성 담보 대출
구분
개요

내용
◦ 재형 정액 저축, 재형 연금 저축, 재형 주택 저축을 담보로 융자를 제공

대출 금액

◦ 입금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90% 상당액
◦ 최대 300만 엔까지 대출

대출 기간

◦ 대부일로부터 최장 2년

대출 방법

◦ 지정된 우체국 창구에서 대출
◦ 대출 횟수는 저축 1건당 1회에 한정(1,000엔 단위 지정)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내에 대출 금액과 이자를 상환
◦ 상환 횟수는 1～4회 범위 내에서 가능

대출 이율

◦ 상환 약정 이율(%) + 0.25%

출처: 유초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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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초은행 저축 담보 대출
구분
개요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방법
상환 방법
대출 이율

내용
◦ 종합 계좌에서 관리하는 정액․정기 예금을 담보로 대출
－ 담보 정액 저축, 담보 정기 예금
◦ 입금액의 90% 이내
◦ 최대 300만 엔까지 대출
◦ 대부일로부터 최장 2년
◦ 담보 정기 예금의 경우 대출 기간 범위 내에 융자도 가능
◦ 보통 저축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부족분은 자동으로 대부
◦ 대출 횟수는 제한 없음
◦ 대출 기간 내에 대출 금액과 대출이자를 보통 예금에 입금하면 자동으로 상환
◦ 담보 정액 저축: 상환 약정 이율(%) + 0.25%
◦ 담보 정기 예금: 입금시 약정 이율(%) + 0.5%

출처: 유초은행 홈페이지

<표 4> 유초은행 국채 담보 대출
구분
개요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대출 방법
상환 방법
대출 이율

내용
◦ 국채를 담보로 액면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
－ 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창구에서 구입 한 소득 상품 국채 및 개인용 국채
◦ 소득 상품 국채 및 개인용 국채의 80% 상당액
◦ 최대 200만 엔까지 대출
◦ 대부일로부터 최장 1년
◦ 보통 저축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부족분은 자동으로 대부
◦ 대출 횟수는 제한 없음
◦ 대출 금액과 대출이자를 보통 예금에 입금하여 상환
◦ 상환 횟수와 1회당 상환 금액은 제한 없음
◦ 대출 시 입금 기간 1년 정기 예금의 약정 이율(%) + 1.70%

출처: 유초은행 홈페이지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스루가 은행 연계 대출 서비스는 스루가은행의 업무 담당자 60명이
대도시에 있는 유초은행 지점에 파견되어 영업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체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유초은행의 대출 중개 서비스는 눈여겨볼만
한데, 이는 유초은행이 단순히 스루가은행 대출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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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판매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하우, 프로세스를 습득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스루가 은행 연계 개인 대출
구분
개요

모기지 론

카드 론

내용
◦ 유초은행 창구에서 스루가 은행의 대출 상품을 신청 접수
－ 주택 대출, 카드 론, 목적별 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
◦ 개인 사업자 대상 모기지
◦ 여성을 위한 모기지
◦ 시니어 라이프 모기지
◦ 효도 등 가족 간의 유대를 응원하는 모기지
◦ 일상 생활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ATM에서 즉시 제공
◦ 300만 엔~최고 500만 엔 까지 대출

목적별 대출

◦ 자녀 교육, 자동차 구입, 주택 리모델링 등 목적별 대출
◦ 무담보로 최대 7년 최고 500만 엔까지 대출

절차 및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기타 신원 증명 서류

1.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 원천징수표
급여 소득자의 분
∙ 과세 소득 증명서
(회사원․공무원 등의
∙ 시현민세 결정 통지서
경우)
※ 전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급여 명세서 지참

개인 사업주

∙ 확정 신고서 3기분(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해당분)
∙ 과세 소득 증명서 3기분
∙ 납세증명서 3기분
∙ 시현민세 결정 통지서

회사 경영자

위와 같은 서류에 회사 결산서 2기분 추가

다른 사람

∙ 과세 소득 증명서
∙ 비과세 증명서
∙ 급여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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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관한 자료
서류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견적)
중요사항 설명서
건축 확인 통지서

토지가 있는
주택 구입
○

아파트 구입

주택 신축

○

공사도면․배치도․평면도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

○
○
(공사도면 제외)
○

토지 구입
○

○
○
○

증․개축

○
○

○

○

○

○

○

○

○

출처: 유초은행 홈페이지

3) 대출 사업 규모 및 성과
201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유초은행의 전체 대출 규모는 2,542,049엔으로 총자산 중 대
출자산 비중은 1.2%, 예대율은 1.5%로 확인된다.
일본시장 내 수신 점유율을 감안해볼 때 유초은행의 대출시장 장악력은 미미한 수준11)이며,
또한 주요국의 우체국금융 사업자에 비해서도 시장 점유율이 확연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
12)

는데,

이는 사업영역 제약에 따른 직접적인 신용 및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이 것
13)

으로 해석된다.

11) 일본 소비자대출 규모는 5.12조 엔(Nikkei Asian Review(2016. 8. 31))
12) 뉴질랜드 키위뱅크는 주택대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7.2%, 프랑스 라방크포스탈의 개인대출 시장점유율은
2.3%.임(김지혜(2017))
13) 일본의 소비자대출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주택대출로서 그 잔액은 2005년말 현재
약 180조 엔에 이르고 있음(금융연구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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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sset Management Status

자료: Japan Post Bank 연차보고서(2016)

<표 6> Loan-Deposit Ratio
Millions of yen
2016
Domestic

Overseas

Total

Loans(A)

¥ 2,538,749

¥3,300

¥ 2,542,049

Deposits(B)

177,871,986

－

177,871,986

Loan-deposit ratio(A)/(B)

1.42%

－

1.42%

Loan-deposit ratio(average for the fiscal yeal)

1.50%

－

1.50%

자료: Japan Post Bank 연차보고서(2016)

4) 대출 사업 관련 최근 동향
유초은행은 최근 ‘고객 중심의 양질의 금융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따라 본격적인 대출 업
무 시행에 앞서 계좌대월 업무의 확장에 관한 신규 업무 인가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2017.
14)

3. 31).

계좌대월에 의한 대출업무는 보통저축계좌를 보유한 개인의 서서비스 이용 신청을

14) 우정민영화법(2005년 법률 제97호)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청 장관과 총무 장관에게 인가를
신청: 계좌 대월에 의한 대출 업무, 자산 운용 관련 업무(IRNews(201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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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상환 능력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 채권 최고액을 정하여
당해 보통 예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인출의 청구가 있는 때 당해 보통 예금 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무담보 대출을 실시하는 업무로, 현재의 대출 한도가 각 저축 및
국채 담보액의 최대 90%에 한정된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본 업무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 신
청 접수는 직영점 및 우체국 창구에서, 심사․채권 관리 업무는 본사,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내용은 본사 감사 부서를 통해 담당하여 직영점 및 우체국 등을 적절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 개선을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편하면서 무담보 소매 대출을
판매를 위한 규제 허가를 모색 할 것을 발표했다(2017. 3. 31). 일본저축은행은 소규모 민간
대출 기관 보호를 위해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익 향상을 위해
무담보 대출 필요성을 제기하며 2019년 초에 1인당 500,000엔(4,470달러) 한도, 약 10%
15)

정도의 이자율로 무담보 소매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2. 중국－우정저축은행(PSBC)
1) 금융업 연혁 및 일반 현황
중국우정저축은행(이하PSBC)은 국가우정국과 중국우정공사가 해오던 금융업무를 승계해
2007년 3월에 설립된 상업은행으로, 전국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 두루 점포를 개설해 중국
최대 규모인 4만 개 가량의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설립된 PSBC는 중국에서 소매영
업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자,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상업은행이며, 2016년 3월 31
일 기준 자산총액, 수신과 여신규모는 각각 7조 7,076억 위안, 6조 7,324억 위안과 2조
16)

6,658억 위안으로 집계되어 중국내 각각 5위, 5위, 7위 수준이다.

타 중국 상업은행과 비교

17)

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과거 3년 PSBC의 연간 순이익 증
15) 유초은행의 자금의 대부분은 일본 국채(JGB) 및 기타 증권에 투자하는 상황이나, 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으로 2016년 국공채 및 기타 증권 수익률이 하락했고, 유초은행 주가 역시 상장 이후 최고점 대비 34%
가 하락하면서 직접 대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Reuters(2017. 3. 31))
16) 권태우(2016), “해외 우정기관의 최신 동향을 통해서 본 우체국예금의 역할과 가치.”, 우정정보 봄호.
17) 2016년 3월 31일 기준, 부실여신 비율은 0.81%, 대손충당금 비율은 286.71%에 달한다. 부실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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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율은 8.4%를 기록, 동종 업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7> PSBC 개요
자본금

◦ 8조 2,656억2,200만 위안

직원 수

◦ 169,735명

상품구성

◦ 개인(개인예금, 개인대출, 은행카드, 소비자 신용, 소액 및 저당대출, 개인사업자 대
출, 외환사업)
◦ 기업(기업대출, 기업예금, 지불 및 현금관리, 무역, 투자, 관리 서비스)
◦ 신용카드
◦ 투자 및 자산관리(보험, 국채, 금융상품, 펀드, 귀금속)

네트워크
운영 현황

◦ 약 40,000여개 지점(직영점: 8,163개, Agency: 31,764개(2016년 말 기준))
◦ 중국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4억 7,800만 개인 고객에게 금융서비스 제공

출처: PSBC 연차보고서(2016)

2) 대출 사업 개요
PSBC의 대출사업은 포용적 금융 필요성 인지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
21세기 초반 중국내 상업은행은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서의 대출 사업
을 대대적으로 철회하였고 특히 다양한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에서와는 달리
지방에서는 단지 RCC(농촌 신용합작사)와 우체국만이 지점을 유지하며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
함에 따라 시골지역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가족, 친구, 비공식적인 금융기관에 의지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부적절
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부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중앙정부가 신용대출
및 통화정책의 컨트롤도 불가능하게 되자, 중국정부는 모든 은행 서비스를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이에따라 2007년 중국정부는 PSBC로 하여금 시골지역 기업, 이주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대출의 비율도 1.5%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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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 대출 상품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이 특히 어려운 4개 집단 을 지
정하여 이들이 고리대금으로 내몰리게 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을 내놓게 된다.
이러한 농촌 지역 금융 접근성 향상 및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PSBC의 대출상품 역시 농촌지역, 농업, 농민 지원을 위한 소매금융에 특화되어 운영하고 있으
19)

며,

개인대출상품은 모기지론, 기타 소비자 대출, 개인 사업 대출, 소액대출, 신용카드로 구성

되어 있다.
2013년 말 기준 소형기업 신용대출 센터 337개를 개설, 2014년 기준 6,000여 곳에 달하는
영업점에서 초소형 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중에 있으며, 담보물이 없는 소형기업 고객의
특징에 착안하여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연대보증을 약속하면 1회 최고 500만 위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호혜대출 상품을 개발했다.
3) 대출 사업 규모 및 성과
20)

신용 사업은 PSBC의 가장 큰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 중국 대출시장에서도 높

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1)

201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PSBC의 대출 연평잔액은 2,699,198백만 위안
22)

,전체 자산

23)

중 대출 비중은 33.5%(연평잔 기준) , 개인 대상 예대율은 21.7% 로 앞서 살펴 본 유초은
행에 비해 그 비중이 확연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상품 별로는 모기지론, 개인사업대출, 소액대출, 신용카드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8) 농촌(시골) 거주민, 소규모 농민, 축산업자, 어민
19) 중국의 삼농(농촌지역, 농업, 농민)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3개 은행들의 역할이 비교적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China Development Bank는 정책금융의 성격을 강하고 Agricultural Bank of China는 인프
라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우정저축은행은 소매금융에 특화되었다는 특징(권태우(2016)).
20) Chen Ying(2010), “Introduction of the Postal Savings Bank of China”.
21) 2015년 기준 중국 가계대출은 27조 위안 규모(중국 국가통계국(2016))
22) 평잔: 총자산(8,058,891백만 위안), 대출(2,699,198백만 위안)
23) 개인 말잔: 수신(7,286,311백만 위안), 대출(1,582,175백만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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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품별 개인대출 현황
(단위: 백만 위안, %)
구분

2016년 말
금액

2015년 말
비중(%)

금액

비중(%)

소비자대출
모기지론

903,967

57.13

577,256

47.22

기타고객대출

197,695

12.50

159,683

13.06

개인사업대출

288,370

18.23

304,930

24.94

소액대출

139,239

8.80

136,207

11.14

52,904

3.34

44,494

3.64

1,582,175

100.00

1,222,570

100.00

신용카드 등
전체

자료: PSBC 연차보고서(2016) p.45

PSBC는 자사의 성장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성장, 농업의 발전,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
한 사회의 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업 관련 대출은 917,445백만, 농민 대출
은 757,091백만 위안을 기록(말잔 기준)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소액대출의 73%가 시
골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출사업 진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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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소기업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의 주요 유형(소형기업대출 포함)

<표 10> 농촌 지역의 생산적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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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삼농 금융 서비스(말잔 기준)
(단위: 백만 위안, %)
주)

구분

2016년 말

전체 고객 대출 중 비중

농업 대출

917,445

30.5%

농민 대출

757,091

25.1%

주: 전체 대출(말잔): 3,010,648백만 위안 기준
자료: PSBC 연차보고서(2016), p.64; KISDI 재구성

이러한 PSBC의 성공적인 대출 사업에 대해 세계 마이크로금융 포럼에서 발표된 「중국의 금
융포용」보고서는 다섯 가지 성공 요인을 언급했는데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골지역에서 지배적인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망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PSBC는 약
39,707개 지점을 활용, 약 70%의 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걸쳐 삼농(three-nong)센터와 소액
대출 지원/자문 서비스 센터를 개설하여 빠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소상공인과 농민에게 제공
가능하게 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 수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직원을 통한 지역 밀접 서비스 제공했다는 점이다.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농민의 니
즈와 상황을 이해하는 그 지역출신을 채용하거나 배정함으로써 고객은 그들의 언어로 담당자와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즉 PSBC는 농민들의 니즈와 사업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하
도록 함으로써 지역 밀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끔 차별적 인적 인프라를 구축한것이다.
셋째, 소액대출을 PSBC의 장기적인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농민의 사업을 지원
24)

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직후 PSBC는 20,000여 명의 신용 담당자를 양성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소액신
25)

용을 전략적 핵심상품으로 두고 사업 집중 및 직원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였음을 밝혔다.

24) 특별 농민 지원 대출과 그에 관련된 상품(지주대출)을 출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3년에는 750만 명에
게 13억 건, 1,300억 달러 서비스를 제공(2016 PSBC 연차보고서)
25) Pete Sparreboom and Eric Duflos(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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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체국금융에의 시사점
이상에서는 아시아 주요 국가인 일본과 중국 우정을 중심으로 우체국 서민대출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봄호에서의 연구는 해외 선진 우정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우체국
이 공공적 측면에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면서도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본고에서는 비교적 비슷
한 문화배경을 갖고 있는 아시아 우정의 구체적인 사업 규모, 운영 방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향후 우체국금융이 대출사업에 진출할 경우 사업의 방향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우체국금융의 대출 사업 목적은 국가 경제 기여라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
도권 기관에서의 상품 부족으로 인한 서민의 경제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서 나아가 PSBC와 같이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뿐 아니라 고용 창
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우체국금융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초은행과 같이 수신시장내 점유율이 시장 지배적인 수준은 아니나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우체국으로서는 신규사업 진출 시 민간 금융기관과의 마찰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국영금융기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자산관리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특화된 예금상품 개발을 동시에 진행, 금융 자활을 지원하는 등 우체국만의 대출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출 목적 및 대상, 부가서비스의 차별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체국금융은 기존의 서비스와 전혀 다른 영역에서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 및 현업 직원 전문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
객의 우체국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고객의 피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는 국가 재정에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업직원 금융 교육 강화, 외부 전문가 채
용,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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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보증보험사와 협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초은행
과 같이 거점 지역에서만 대출 상품을 취급하거나 민간금융기관 연계 대출 등 제휴를 통해 리스
크를 줄이고 운영 노하우와 프로세스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영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 두 국가의 대출 서비스 제공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체국의 대출사업은 기존의 시
장 매커니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체국 대출의 목적과 범위, 차별화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철저한 준비가 수반 된다면 다양한 금융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서민금융의 수요－공급 간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상생,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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