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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 배경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상대로 운영하는 융자제도인 ‘연금대출＇은

매년 대부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실정임.

연금대출의 2015년 규모는 7,000억, 2016년 6,300억, 2017년 8,000억, 

2018년 6,000억으로,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이 부

족하여 연례적으로 조기 소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재원소진 시점 : ’15년 → 5월, ‘16년 → 3월, ‘17년 → 10월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내부 업무자료 등

연구 목적

공무원연금수급자(2016년말 기준 396,743명)가 받는 연금을 재직공무원에

게 대여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 P2P - 를 구축하여, 현직공무원의 대출

수요를 충족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연구 방법

* 1) 임은정, 이화진, 정순희, P2P 대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가치 탐색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26

권 6호, 2015, pp. 267-290

2) 김덕규, 임춘성, 대출형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 P2P대출 플랫폼의 중개업자를 중심으로 -,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15권 1호, 2018, pp. 245-275

3)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9권 2호, 2012, pp. 449-487

4) 코스코경영연구소, 중국 온라인 P2P(개인 간) 대출 급성장 – 서민 위한 대안 금융으로 급속 확산 금융위기 불씨 우
려도, 포스크경영연구원(구 포스코경영연구소), CHINDIA Plus 101권 0호, 2015, pp. 50-5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부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외부 연구결

과나 논문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구함.

공무원연금 운영상의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 대출

에 관한 연구결과나 논문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고, “P2P” 와 “대출＂을

키워드로 한 *선행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으로 조사됨

선행 연구



구 분
직역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근 거

(도입연도)

공무원연금법

(1960)

군인연금법

(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1975)

국민연금법

(1988)

가입대상 국가･지방공무원 장기부사관･장교 사립학교 교직원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
(직역연금 적용자 제외)

가 입 자
110만 7,972명

(공무원 수)
18만 2,721명 31만 3,156명 2,183만 2,524명

연금수급자 45만 2,942명 8만 9,098명 6만 3,782명 413만 5,292명

적립기금 10조 3,211억원 1조 1,042억원 16조 3,610억원 558조 2,991억원

급여지출액 12조 901억원 2조 9,563억원 2조 7,016억원 17조 681억원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집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참고] 4대 공적연금 현황



2.  공무원연금 운영 융자제도 현황



2.  공무원연금 운영 융자제도 현황

3대 융자제도 개요 (개념)
₩

₩
₩

₩

연금 대출 (이 연구의 대상과 관련이 있는 부문)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재직공
무원에게 대출을 실시(예상퇴직금 범위에서 최고2,000~5,000만
원까지 대출)

대여학자금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대학학자금(국내 및 해
외대학)  무이자 대여(예상퇴직금 범위에서 대부가능하나 보
증보험 설정을 통해 초과 대여가능)

금융기관 알선 대출

공무원의 가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공단과 시중은행 간 협약을 통해 우
대금리를 적용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 공무원연금 운영 3대 융자제도 현황



3대 융자제도 개요 (현황)

구분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금융기관 알선대출

도입 1981년 1월 2001년 5월 1999년 2월

시행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

대상(범위) 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재직 공무원 공무원 및 연금 수급자

대부한도

• 실 등록금 범위 내

- 해외대학은 연간 미화

$10,000  이내 실등록금

• 일반대출 : 2,000만원 이내

• 특례대출 : 5,000만원 이내

(퇴직급여의 1/2 범위 내)

• 5,000만원 이내

(퇴직급여의 1/2 범 위내)

• 연금 수급자 2,000만원,

마이너스 대출 시행

연간예산

(2018년)
4,530억원 6,000억원 -

대부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공무원연금기금

알선 은행자금

(농협은행 포함

10개 금융기관)



3대 융자제도 개요 (관련절차)

구분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금융기관 알선대출

상환방법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전문대는 3년) 상환

• 재직 시 보수원천공제

• 퇴직 시 일시 상환(퇴직
월 익월부터 연금수령 시
36개월 이내 분할)

• 대부 익월부터 6개월~10년
원금균등분할 (최장 24
개월 거치기간 포함)상환

• 봉급 일에 자동이체

• 퇴직 시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 받을 당시 해당 은행
과 협의

* 퇴직급여 이체 조건 폐지

이율 무이자
한국은행공표 가계대출

평균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금리)

MOR 또는 COFIX+2%  
범위 이내

(연금수급자는 +3%이
내)

신청방식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융자추천서 발급 후

해당은행 영업점 방문
(연금수급자는 공무원연
금지급사실 확인서 발급)



나. 연금대출 현황

• 신용등급별 � 종류별 대출한도 세분화

• 대출시기(재원 부족으로 상반기 대출자격조건 제한 시행)

- 상반기 : 생애최초대출 및 특례대출 우선시행

- 하반기 : 재원이 남을 경우 일반대출, 재대출, 특례대출 병행시행

• 재대출 기준 : 기존대출금의 70% 상환시

신용등급 일반대출
특례대출

단기재직자 주택구입∙임차 기타

1~5등급 2,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6~8등급 1,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2,500만원

9등급 1,000만원 - - -

10등급 500만원 - - -

연금대출 개요



특례대출의 종류 및 기준

종류 기준 구비서류

주택구입
ㆍ전용 85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분양, 매입)하는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
ㆍ신청일 기준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ㆍ공급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차

ㆍ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
-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

ㆍ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
까지만 대출

ㆍ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공공건설임주택
제외)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ㆍ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재혼으로 3자녀 이상 포함) 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신혼부부 ㆍ결혼 전 6개월, 결혼 후 3개월 이내 공무원
ㆍ결혼 전 신청 시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ㆍ결혼 후 신청 시 : 혼인관계증명서

미취학자녀 ㆍ2012.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노부모부양
ㆍ주민등록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
하고 있는 공무원 (1953.1.1 이전 출생자)

ㆍ주민등록표등본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장애인및
장애인가족

ㆍ장애인(본인, 배우자, 자녀)
ㆍ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장애인 가족(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을 6개월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만 해당

ㆍ주민등록표등본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

재) 및 장애인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
서(증) ※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출력

단기재직
ㆍ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½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ㆍ없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출재원 수준 : 연중 조기 소진

다. 현행 연금대부 체계의 문제점 내지 개선필요사항

구 분 대출재원 대출금액 대출건수 재원소진 비 고

2012년 7,400억원 7,397억원 51,444건 6월 세종시 900억원 포함

2013년 8,900억원 8,898억원 60,144건 10월
세종시 900억원 포함
(ʼ13.10월 1,500억원

증액)

2014년 7,000억원 7,000억원 45,241건 8월 세종시 500억원 포함

2015년 7,000억원 6,997억원 44,301건 5월 -

2016년 6,300억원 6,300억원 37,031건 3월 -

2017년

(9월 기준)
8,000억원 6,844억원 39,258건 10월 ‘17.6월 2,000억원 증액



신용등급에 무차별한 동일 금리 적용으로 우량 신용자 불리

다. 현행 연금대부 문제점 내지 개선필요사항

• 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는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 대출 금리는 신용등급과 무차별하게 동일 금리 적용

* 퇴직시 퇴직급여에서 미상환 원리금 공제가 가능하여 상이한 신용등급임에도 동일

금리 적용

→ 우량 신용자 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 적용으로 불리하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

므로 단기 이용 선호

구 분 ’17.1Q ‘17.2Q ‘17.3Q ‘17.4Q ‘18.1Q ‘18.2Q

금 리(%) 3.08 3.39 3.41 3.46 3.50 3.71

※ 공무원연금대출 금리기준 및 추이

(산출기준) 한국은행 고시 시중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금리 추이)



인터넷 기반 대출신청시스템 운영 중이나, 모바일 시스템 미비

다. 현행 연금대부 체계의 문제점 내지 개선필요사항

• 2005년 공무원연금대출 인터넷 대출 시스템 도입

→ 2018.4월 현재 이용고객의 98%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출신청

• 시중 금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 뱅킹 고객니즈 지속 증가 중이나,

공무원연금대출의 관련 서비스 제공 미비

※ 은행 모바일뱅킹 이용 비중 : 46.0%(2017년 기준, 한국은행)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공무원연금대출 ‘물리적환경’ 평가 항목 저조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연금대출 부문)  전체 81.3점, 물리적환경 78.0점

구 분 공무원연금 전체 융자사업 연금대출 물리적환경

점 수 83.1 84.6 81.3 78.0



3. 고객만족도조사 빅데이터 여론 분석결과



3.  고객만족도 조사시 빅데이터 여론 분석 결과

공공기관-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가. 고객만족도(PCSI) 조사개요

공무원연금공단 사업부문별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고객만족도 측정

- 고객 특성 및 사업부문별 서비스 만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공무원연금공단 사업부문별 서비스에 대한 고객 니즈 분석

- 주요 개선 포인트 도출, 고객의 소리(VOC) 수집 등

목표

목적 및
기대효과

과업
주요내용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수준 및 개선 요구사항 수집을 통한
공무원연금공단의 CS 경영 활동 강화

서비스 제공 수준 측정 및 피드백

표본설계 및
설문 설계

조사원 운용 및
실사품질 관리

데이터
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실시

정확성, 신뢰성을 담보하는 실사관리 및 데이터 검증

과업 목적에 부합한 조사, 설문 설계의 타당성 확보

* 출처 :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기획재정부(주관), 
KMAC(주간사업자), 2018. 3. pp. 8-9



나. 빅데이터 여론 분석 개요
* 출처 :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기획재정부(주관), 
KMAC(주간사업자), 2018. 3. pp. 194

1) 연관어 탐색 : 선정 키워드와 관련한 검색 매체 상 연관어의 유형별 분석

2) 매체별 노출 빈도 분석 : 선정 키워드의 매체별 노출 횟수, 시기별 노출 횟수 추이 분석

3) 감성 연관어 분석 : 선정 키워드와 관련한 연관어의 긍정/부정/중립/기타 구분 분석

1) 공무원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

트위터, 블로그(네이버 블로그),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 인스타그램, 뉴스

분석 기준

분석 키워드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까지(1년 기간 내 분석 실시)키워드 적용 기간

구분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합계

공무원
연금공단

1,616 800 99 116 1,206 3,837

공무원연금 12,934 3,004 1,157 68 3,008 20,171

주요 탐색 매체/
탐색 건수

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추출 키워드는 총 2개로 한정하며, KMAC 내부 검토에 의해 선정함.

u본 빅데이터 여론 분석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최근 1년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1) 연관어 탐색, 2) 매체별 노출 빈도,
3) 감성 연관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국민 여론 현황을 인식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함1



다. 키워드 분석 결과 * 출처 :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기획재정부(주관), 
KMAC(주간사업자), 2018. 3. pp. 195-200

1-1. 연관어 분석 : ‘공무원연금공단’

순위 전체 건수

1 연금공단 3161

2 공무원 1115

3 인사혁신처 775

4 순직 766

5 유족 658

6 연금 653

7 보상 545

8 세월호 527

9 서울 515

10 급여 489

상위 10개 연관어 유형별 상위 10개 연관어

주) ‘공무원연금공단’ 키워드에 대한 전체 및 유형별 상위 10개 연관어만 제시

(연관어, 건수)

인물 건수 단체 건수 장소 건수 상품 건수 브랜드 건수
시사/
경제

건수 라이프 건수
문화/
여가

건수
자연/
환경

건수 속성 건수

공무원 1115
연금
공단

3161 서울 515 연금 653 네이버 127 순직 766 급여 489 뉴스룸 281 지방 72 연금 653

유족 658
인사

혁신처
775 의원실 398 청주 98

페이스
북

20 연금 653 사망 326 원고 279 지구 43 보상 545

경찰 418 법원 331 병원 154 전화 87
하이자
산운용

17 문제 449 음주 281 뉴스 141 설치 29 세월호 527

제시 398
서울행
정법원

315 울릉도 146
할인쿠

폰
77

kb자산
운용

16 보상금 428 퇴직 201 목숨 84 수정 26 급여 489

대통령 378 jtbc 284 한국 104 디스크 44 삼성 16 소송 427 심사 198
기자
회견

43 배 23 업무 488

문재인 360 복지부 255 청주 98 가구 39
플러스
자산
운용

14
재해
보상

414 요양 181 행사 37 여지 17 부서 452

원고 279 위원회 194 서울시 63 펀드 32
삼성
그룹

11 지원 399
스트레

스
153 청원 35 유지 16 문제 449

교사 258 재판부 175 아파트 62 배 23 대우 6 승진 322 사건 152 등산 26 조류 16 공식 404

사무관 238 단원고 153 도시 51 보험 23
삼성
전자

6 승소 236 질병 134
현대
건설

26 기초 15 지원 399

판사 214 국회 151 자택 47 차량 23 래미안 5
공무원
연금

213
심근경

색
117 기사 25 전신 13 승진 322



구분 키워드 관련 주요 Text 예시

12월

☞ ‘트위터’ 주요 Text 현황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배부한 2018년 달력, 퇴직공무원에게 배부한 것과 관련하여 돈이 남아돈다는 지적, 이와 관련하여 연금 동결에 대한
불만이 주로 표출 됨

12월
☞ ‘뉴스’ 주요 Text 현황

: 경찰공무원 순직과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운동 및 인사혁신처와의 재해보상재심의를 위한 방문에 관한 뉴스

1-2. 매체별 노출 빈도 : ‘공무원연금공단’

(노출량, 건수)

☞ 전반적으로 12월에 공무원연금공단의 검색량이

큰 폭으로 증가 함

블로그: 727

뉴스: 1,115

트위터: 1,614

u매체별 노출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2월에 가장 많은 매체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남.

u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 순직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운동이 다수 나타남.



구분 키워드 관련 주요 Text 예시

부정

§ [키워드 : 탈락 / 매체 : 뉴스]
승진탈락 스트레스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검찰 수사관 A씨 가족이 뇌출혈을 일으킨 A씨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제 2017/5/21)

§ [키워드 : 스트레스 / 매체 : 뉴스]
지난 9월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곧바로 순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동료 경찰들도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생기는 질병은 (순직) 판단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미상으로 나오니까…."

u ‘공무원연금공단’과 관련한 감성 연관어 분석 결과, 긍정키워드로는 ‘보상’, ‘다행’, ‘좋은‘이 다수 나타남. 
반면, 부정키워드로는 ‘갑질‘, ‘탈락 ‘, ‘무너지다’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1-3. 감성 연관어 탐색 : ‘공무원연금공단’

: 우측 도표에 도출된 감성키워드는 매체내에서

사용된 긍정 혹은 부정단어 노출빈도에 따름.

따라서, 기관과 연관된 긍정/부정 단어일 뿐

기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포하는게 아닐수 있음.

감성 연관어
분석 해석시 주의사항

(감성어, 순위)



2-1. 연관어 분석 : ‘공무원연금’

순위 전체 건수

1 공무원 6510

2 연금 4482

3 개혁 2697

4 국민연금 2459

5 국민 2408

6 공무원연금개혁 1895

7 대통령 1761

8 세금 1646

9 기자 1560

10 정부 1497

u연관어 분석 결과, ‘공무원연금’이라는 키워드 관련 전체 상위 연관어는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나누어볼 때, ‘공무원’, ‘정부’ 등의 연관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음.

상위 10개 연관어 유형별 상위 10개 연관어

주) ‘공무원연금’ 키워드에 대한 전체 및 유형별 상위 10개 연관어만 제시

인물 건수 단체 건수 장소 건수 상품 건수 브랜드 건수
시사/
경제

건수 라이프 건수
문화/
여가

건수
자연/
환경

건수 속성 건수

공무원 6510 정부 1497
개성공

단
742 연금 4482 삼성 95 연금 4482 월급 1387 타령 951 기초 252 연금 4482

국민 2408 통진당 760 한국 347 부채 579 네이버 48 개혁 2697 일자리 930 언론 445 북풍 137 개혁 2697

대통령 1761 국회 706
대한민

국
241 보험 510 코오롱 30

국민
연금

2459 사학 803 뉴스 407 지방 135 능력 1427

기자 1560 전교조 562 서울 208 촛불 93 대우 27
공무원
연금
개혁

1895 정책 765 보도 264 개 131 자산 1178

김병기 1409 기업 536 미국 182 국 89 ktx 26 세금 1646 사회 653 신문 220 금 81 허리 1161

서훈 1396
연금
공단

487 노량진 179 펀드 82
하이
자산
운용

19 능력 1427 퇴직 569 장기 157 배 74 소득 753

박근혜 1345 노조 418 시장 129
할인
쿠폰

77
삼성
물산

18
군인
연금

1390 급여 563 출판물 136 유지 70 적자 732

문재인 1078
공무원
연금
공단

376 청와대 128 배 74 트위터 17 월급 1387 언론 445 조정 124 거머리 55 부채 579

의원 649 민주당 354 북한 111 대출 72 skt 14 세전 1368 생활 380 전시 76 아마 51 급여 563

유승민 489
더불어
민주당

312 광주 98 모자 66
제일
모직

13 자산 1178 답 346 사설 71 새 48 공약 540



구분 키워드 관련 주요 Text 예시

4월

☞ ‘트위터’ 주요 Text 현황

: 나라의 예산 문제를 공무원연금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반발 의견 다수 존재à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을 정립한 것을
수령하는 것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존재

5월

☞ ‘뉴스’ 주요 Text 현황

: 법원이 3년 동안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매일경제 : 2017.5.29)

(노출량, 건수)

☞ 공무원연금 키워드 분석결과 4월과 5월에

검색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블로그:3,004

뉴스: 3,008

트위터: 12,934

u매체별 노출 빈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4월과 5월에 가장 많은 매체에게 공무원연금이 검색된 것으로 나타남.

u주요 내용을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의견, 순직공무원에 대한 법원 판결 뉴스가 주로 나타나고 있음.

2-2. 매체별 노출 빈도 : ‘공무원연금’



구분 키워드 관련 주요 Text 예시

부정

§ [키워드 : 허리 휘다 / 매체 : 뉴스]
노후대책 없는 건강한 노년층 일자리, 그들 자녀인 청년세대 일자리,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우
리 허리를 휘게 할 늙은 나라의 어두운 그림자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뉴스원 2017/5/8)

§ [키워드 : 부담 / 매체 : 뉴스]
2018 예산안- 국가직 공무원 9475명 外에 지방직·교원 1만4900명 더 뽑아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급여는 중앙서 주는 교부세 등으로 충당
똑같은 증원인데도 논란 비켜가… 文정부, 13만명 더 늘릴 계획 野 "재정부담 기하급수로 늘 것“ (조선일보 2017/12/6)

: 우측 도표에 도출된 감성키워드는 매체내에서

사용된 긍정 혹은 부정단어 노출빈도에 따름.

따라서, 기관과 연관된 긍정/부정 단어일 뿐

기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포하는게 아닐수 있음.

감성 연관어
분석 해석시 주의사항

u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감성 연관어 분석 결과, 긍정키워드로는 ‘보상’, ‘다행’, ‘좋은‘이 다수 나타남. 
반면, 부정키워드로는 ‘갑질‘, ‘탈락 ‘, ‘무너지다’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2-3. 감성 연관어 탐색 : ‘공무원연금’

(감성어, 순위)



라. 국민 여론에 통해본 연금대출 개선시 전제되어야 할 시사점

혁신적 요인 주입 필요

연금기금, 세금 등으로 관련되어 연상이 되므로, 국민적 시각에서의 공감성

있는 개선 필요

공무원 복지 향상, 기금손실 차단 기제 필요

공무원 연금복지로서의 기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기금의 안정성을 제고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융자제도의 새로운 모델 필요



4.  공무원과 연금수급자간의 P2P 연계 검토



4.  공무원과 연금수급자간의 P2P 연계 검토

공무원 연금대부 예산이 한정적이고 매년 대부재원이 조기에 소진됨

에 따라, 연금수급자 연금 중 여유분을 재직공무원에게 대여할 수 있

는 P2P 금융 도입

가. P2P 연계 개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대부사업 진

출은 사회적 평판 등 고려시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음

이에 반해,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연결은 사업의 영역에서 합리적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공무원과 연금수급자간의 P2P 연계 검토

P2P 대출 구조

나. 국내 P2P대출 현황

구 분 직접중개 간접중개

특 징
연계 금융회사 없이 차입자와 대부
자 대출거래 직접 중개

연계금융회사 대출 실행, P2P 중개
플랫폼이 증권 발행 및 청약 권유

주요업체

(영국) Zopa, Funding Circle, 
RateSetter, Lendinvest
(미국) SoFi (중국) 대다수 업체 등

(미국) LendingClub, Prosper 
Marketplace, OnDeck, Avant
(한국) 대다수 업체 등

구 조



4.  공무원과 연금수급자간의 P2P 연계 검토

P2P대출 관련 법규

P2P대출 시장 현황(2018.4월말 기준)

ㆍ누적 대출 취급액 : 3.2조원

ㆍP2P 업체 : 188개사

ㆍP2P 연계대부업자 : 153개사

ㆍP2P사업 및 사업체에 대한 법규 없음(대부업법 상 자격조건 등 일부만 규정)

※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계류 상태

ㆍP2P연계 대부업체 경우 금융위 등록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나. 국내 P2P대출 현황

•2018.5월P2P금융성장보고서(크라우드연구소)



P2P 대부사업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등 관련 법규 및 규제 조사

ㆍ국내 P2P업체 직접대출 불가하며, P2P연계 대부업체를 통한 간접대출만 허용

ㆍ공단이 P2P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P2P연계 대부업체(자회사) 설립 필요

다. P2P 적정성 검토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검토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ㆍ연금대부 부족재원 확충

ㆍ저신용자 대출기회 제공

ㆍ연금수급자 자산증식 기회 제공

ㆍ민간대부사업진출에대한부정적시각

ㆍ가계부채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상황

에서 대출 조장 비판 여론

ㆍ연체 발생시 투자자와 공단 간의

분쟁 발생 우려



사업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역량 등 강화방안 마련

다. P2P 적정성 검토(계속)

공무원연금대출과 P2P 사업구조의 비교(안)

구 분 연금대출 P2P금융

재 원 공무원연금기금 연금수급자 등 투자자 자금

대출방식 직접대출
등록대부업체(자회사) 대출

→ 투자자에원리금수취권매도

수익자 공무원연금기금 연금수급자 등 개인투자자

ㆍ차주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방법 및 대출자산 배분 모델 개발

ㆍ대주 원리금지급을 위한 채권관리 조직 및 프로세스 등 마련

ㆍIT 및 금융 전문 인력 확보 등



라. 검토결과

P2P 대출 도입시 기대효과

ㆍ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ㆍ대출재원(예산) 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 대안

장애요인

ㆍ현 P2P대출 적용법규 상 간접대출 구조의 사업영위를 위한 연계대부업 등록 대부업체

(자회사) 신설 선결

ㆍ이자율 적용 및 투자판단 의사결정에 필요한 세부 신용평가 모델 개발 필요 등

검토결과

ㆍ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ㆍ중장기적 관점에서 명확한 법규 정착 후 사업추진 방향 정립 및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 설립 등을 포함한 신규 사업으로 추진



5.  평가 및 마무리



연구‧접근시 어려움

P2P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규 부재로 사업도입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추진 시 비용 대비 효용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P2P

플랫폼 사업 추진 타당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마무리

이번 교과인 ‘핀테크와 인사관리’에서 학습된 빅데이터 분석을 충분히 적

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P2P 대출업에 대한 사업성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향후 관련지식

함양 후 계속 검토하여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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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수행 내용〉

아이디어 발굴, 핵심 추진개요 검토, PPT 자료 작성

1 한 창 석

과제 전개방향 설정, 관련자료 조사, PPT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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