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주빌리은행 

정기총회 

일시 : 2017년 2월 28일 (수) 오후 7시~9시 

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큰이야기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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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프로그램 식순 

구분 시간 프로그램 비고 

접수 7:00~7:05 접수 및 안내 STAFF

개회 7:05~7:10 의장: 유종일 대표 

총회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개회사 및 인사말 

정회원소개 

보고 7:10~7:50

2017년 사업 및 활동 보고 사무국장 

2017년 회계감사 보고 설은주 이사 

휴식 7:50~8:00 휴식 

심의 

8:00~8:05 2017년 사업 보고 및 결산 심의 의장, 사무국장   

8:05~8:30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장, 사무국장 

8:30~8:50 기타 안건 심의 의장, 사무국장 

폐회 8:50~ 폐회 선언 & 마무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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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안 건 

  1. 2017년 사업 및 활동 보고 

  2. 2017년 회계 보고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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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사업 및 활동 보고 

(1) 단체 현황 

(2) 빚탕감 캠페인 및 부실채권 소각 

(3) 금융복지상담 

(4) 채무자 교육 및 소모임 

(5) 연대 활동

 

(6) 후원 및 모금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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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현황 

단 체 명 : 롤링주빌리

대 표 자 : 유 종 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05호 (2018.1월 이전)

특    성 : 비영리민간단체(주무부처: 서울시), 기부금민간단체(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www.jubileebank.kr

조직구성 : 공동은행장 2인, 비상임이사 12인

          사무국(총 5인): 사무국장(1), 상근활동가(1), 금융복지상담사(3)

후원회원 : 총 505명 (2017년 12월 31일 기준) 

부설기관 : ㈜주빌리대부

단체연혁: 

2015.08.27     주빌리은행 출범식(서울시청 시민청) 
2015.10.01     은평구청과 주빌리은행 협약식(은평구청)
2015.10.02     성남시 기독교연합회와 함께하는 소각행사 ‘빚에서 빛으로’(성남시청)
2015.10.14     주빌리은행 성과보고 및 입법과제 토론회(참여연대)
2015.10.09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와 함께하는 부실채권소각 행사(서울시의회)
2015.11.13     은평구민과 함께 하는 빚탕감 프로젝트 출범식 및 부실채권 소각행사
2015.12.02     성남시 기업 부실채권소각행사 (곤지암리조트)
2015.12.02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 기업 부실채권 소각
2015.12.02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업무 협약
2015.12.05     청년 클릭과 청년 부채 간담회 (오후 3시, 서울시 의회별관)
2015.12.06     은평제일교회와 함께하는 채권소각 (오전 11시, 은평제일교회)
2015.12.09     정의당 청년위원회와 청년부채 간담회 (오후 7시, 정의당 당사)
2015.12.09     새정치민주연합 부채 탕감 특위와 업무 협약 
2015.12.10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업무협약 및 채권소각 (오후 1시, 광주 광산구청)
2015.12.10     장발장은행과 주빌리은행이 만나다 (오후 7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 빌딩)
2015.12.16     경기도 시흥시청 업무협약  (오전 11시, 시흥시청)
2015.12.18     입법발의 기자회견 「주빌리법1,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국회정론관)
2015.12.24     서울특별시와 함께 하는 산타주빌리 & 부실채권소각 (서울시청 광장)
2016.01.18     주빌리은행 ‘청년지점’ 출범 (국회 본청)
2016.02.01     전남도-주빌리은행 빚탕감 업무협약 (전남도청)
2016.02.22     시흥시 대보름축제 달집태우기 및 부실채권소각(시흥시 갯골생태공원)
2016.02.26     더민주 가계부채특위와 함께하는 ‘돈(빚)보다 사람이 먼저다!
               부실채권 70억원 탕감, 잔혹 추심 근절’ (국회 당대표회의실)
2016.04.22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 
2016.05.02     서대문구청과 빚 탕감 프로젝트(롤링 주빌리) 협력 협약 및 부실채권소각
2016.05.10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2016.05.26     구로구 업무 협약식 및 부실채권 소각식(구로구청)
2016.05.30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개원행사 및 부실채권 소각(국회 예결위회의장)
2016.07.11     강서구 빚 탕감 프로젝트 협약체결 및 부실채권 소각식(강서구청 대회의실)
2016.08.03     성남FC 주빌리대전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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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4     은평교구협의회 채권소각식 (은평감리교회)
2016.10.07     은평구 어울림한마당 빚탕감 소각행사 (불광천 야외행사장)
2016.11.22     러시앤캐시 기부채권 소각행사(국회의원회관 앞마당)  
2016.11.25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의원, 제윤경의원 주최 28차 채권소각식(경기 화성시)
2016.12.22     서민 빚 탈출을 위한 부실채권 소각식 -빚에서 빛으로(전주시청)
2016.12.25     어려운 이웃을 위한 빚탕감 프로젝트(은평제일교회)
2016.12.26     서울시청 노동조합원의 힘으로 10억원의 빚이 사라집니다 (서울시노동조합)
2016.12.29     빚탕감 운동 “롤링주빌리 in 광산” 캠페인(광주광역시 광산구청)
2017.01.22     한국청년회의소 정기총회 사회공헌 협약식 및 부실채권소각(그랜드힐튼호텔)
2017.02.28     채무자 소모임 ‘주빌리희망모임’ 시작
2017.03.25     2017년 정기총회
2017.04.06     전남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 제1회 부실채권 소각식
2017.04.16     제주 서귀포제일교회 부실채권 소각식
2017.04.29     2017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교육 수료식
2017.06.30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지정
2017.07.03     여수시 서민 빚 100억 탕감 희망 프로젝트 – 부실채권 소각행사
2017.07.12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
2017.08.23     창원시 서민 빚 탕감 – 부실채권 소각행사
2017.09.20     <가계부채 실태 파악 및 가계부채 상담제도 개선 방향 제언> 연구보고서 발간
2017.09.26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사회공헌 사업 – 부실채권 소각행사
2017.10.13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 참가
2017.11.09     2017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빚에서 빛으로’ 참여
2017.11.23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개최 (전주시)
2017.12.28     전남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 제2회 부실채권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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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빚탕감 캠페인 및 부실채권 소각 
  

업무 영역 ;

l 장기연체된 부실채권이 싼 값에 사고 팔리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

하여 소각하고 빚탕감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l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종교단체 등과 함께 빚탕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l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 및 금융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7년 사업 개요 ;

  2017년 주빌리은행에서 진행한 빚탕감 캠페인 및 부실채권 소각행사는 총 9회

였습니다. 참여 기업 및 단체로는 한국청년회의소, 서귀포제일교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전년도에 

이어 전남도청에서 4월과 12월에 2회 주최, 전주시가 1회 주최 그리고 여수시와 

창원시에서도 처음으로 빚탕감 캠페인과 부실채권 소각행사를 해당 지역에서 주

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해 2017년 소각한 채무자 수는 총 13,199명, 소각된 

원리금 총액은 160,561,706,115 원이었습니다. 

  2017년은 주빌리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장기소액연체자와 관련하여 

실효성있는 정부의 대책들이 추진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부터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

고, 출범 1기를 맞아 금융위원회의 주도 하에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금융공

공기관 및 금융업권별 상시 소멸시효완성채권 자율소각을 유도하여 총 30조원, 

300만건의 채권을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약 15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장기소액연

체자 대책도 국민행복기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빌리은행

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실채권 시장의 부조리함과 채무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금

융 산업에서 도래한 문제점이 시민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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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빚탕감캠페인 및 부실채권 소각행사 

일자 장소 행사 사진 

33차
2017.1.22
그랜드힐튼

호텔

한국청년회의소 정기총회 및 

사회공헌 협약식

- 채무자 : 44명

- 채무액(원리금) 273,113,850원

34차
2017.4.6

전남도청

전남 서민 빚탕감 프로젝트

- 채무자 : 959명

- 채무액(원리금) 5,010,169,042원

35차

2017.4.16

서귀포

제일교회

서귀포제일교회 - 제1회 부실채권소

각식

- 채무자 : 57명

- 채무액(원리금) 1,000,406,157원

36차

2017.7.3

여수시청

대회의실

여수 서민빚 100억 탕감 희망프로젝트

- 채무자 : 625명

- 채무액(원리금) 10,615,056,5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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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차
2017.8.23

창원시청

창원시 서민빚탕감 부실채권소각행사

- 채무자 : 162명

- 채무액(원리금) 1,281,464,318원

38차
2017.9.26
주빌리은행 

사무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사

회공헌 사업 부실채권 소각행사

- 채무자 : 10,570명

- 채무액(원리금) 130,527,299,401원

39차

2017.11.9

100주년

기념교회 

사회봉사관

2017 교회의 사회적책임 컨퍼런스 빚에

서 빛으로

- 채무자 : 86명

- 채무액(원리금) 1,000,480,277원

40차

2017.11.23

전주시

국제무형유

산원

국제회의실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 - 전주 서민 빚

탕감 부실채권 소각

- 채무자 : 40명

- 채무액(원리금) 578,469,002원

41차

2017.12.28

전남 

중소기업진

흥원

컨벤션홀

전남 서민 빚탕감 제2회 부실채권 소각식

- 채무자 : 656명

- 채무액(원리금) 10,275,247,544원

합계

2017년 합계 전체 누적

채무자 수: 13,199명

원리금: 160,561,706,115원

채무자 수: 49,597명

원리금: 774,481,523,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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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빚탕감지원사업

-사업기간: 9월 ~11월 

-사업내용: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과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탕감」협약

을 체결하여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그 금액으로 장기연체 소액채

권을 매입 하여 소각.

-사업추진 경과

일자 행사 내용 사진 

8/17
  

협약식

MG새마을금고재단과  

주빌리은행의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탕감” 협약 체결 

(신종백 이사장과 유종일 은행장 

참석)

9/4
부실채권 

매입‧기부 계약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장기연체 

소액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10,570건의 부실채권 계약

-

9/18 사업수행계약
사회공헌사업 수행에 대한 실무 

계약서를 작성 
-

9/26
 부실채권 소각 

(파쇄)

장기연체자가 새출발을 할 수 있

도록 모든 대출 서류를 파쇄

9/27~

10/16

(총 6일)

양도통지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는 안내장

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채무자에

게 알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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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지원금 집행
                                                (단위: 원)

예산항목
지  원  금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42,650,000 37,776,530 88.6%

채권매입비용 32,000,000 32,000,000 100%

양도통지비용 6,350,000 3,471,030 55%

채권소각비용 1,500,000 660,000 44%

부실채권분석 500,000 500,000 100%

행사 현수막 등 300,000 29,900 10%

안내장 작업인력 2,000,000 1,150,600 58%

※ 총 집행잔액 4,873,470원은 2017.10.31.자로 MG재단에 반환함. 

(3) 금융복지상담

업무 영역 ;

l 주빌리은행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채권사 및 채무금액 파악, 채무조정제도 

안내, 재무상담,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습니다. 

l 전국에 흩어져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7년 사업 개요 ;

① 2017년 주빌리은행 상담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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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빌리은행 신규상담 데이터

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목차

1. 전체 요약 

2. 신규상담 기초 데이터

(1) 신규 상담 접수 

(2) 신청 동기

3. 상담 신청자의 특성 
(1) 연령

(2) 성별

(3) 지역

(4) 직업

(5) 월소득

(6) 복지수급

4. 채무 원인 및 솔루션 

(1) 채무 총금액

(2) 채무 원인

(3) 연체 기간

(4) 채무조정 이용 경험 

(5) 상담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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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요약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빌리은행에서 신규 상담한 사례를 대상으

로 분석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 상담은 총1,690건으로, 월별 신규 상담 접수는 해당 월

의 언론 노출,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대한 관심도, 월별 특성(공휴일 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2) 상담 신청자의 특징을 보면 4050세대의 상담 신청이 1028건, 60.8%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50대 이후 노년층의 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직 (구직 활동중 포함)인 

경우가 총 400건으로 전체의 24%, 계약직 및 일용직이 44%인 반면, 정규직인 신청자는 전

체의 16%에 불과하여 상담 신청자들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월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379건(22.5%),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47건(15%)입니다. 월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661명(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상담 신청자 중 복지수급 대상자는 299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복지수급 대상자들도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과도한 빚 

독촉의 대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담 신청자의 채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채무 총금액(원리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730건(44%)이며, 본인의 채무 금액을 모르는 경우도 96건이 있었습니다. 채무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비 부족이며 중복 포함 908건으로 38%를 차

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자영업자의 점포운영 실패 477건, 사기피해(보이스피싱 등) 187

건, 타인의 채무 보증 177건으로 집계됩니다. 또한 채무 연체 일수는 ‘7년 이상’의 장기 연

체가 총 882건으로 전체 상담의 53%를 차지하였습니다. 채무조정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0

건 22%에 불과한 반면, 채무조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78%(1,310건)를 차지하였습니다.  

(4) 상담사의 상담 결과에 대한 솔루션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직접 협상, 개인회생 

순으로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워크아웃)은 296건으로 전년대비 122건

(70.1%p)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안내하지

만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 주빌리은행은 ‘직접 협상’(220건)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

이에 직접 개입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추심 중지를 요청하거나 금액을 조정

하여 채무를 종결하는 등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기타 부문이 688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원 사건조회나 타기관 연계, 부재중

(연락두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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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상담 기초 데이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빌리은행에서 신규 상담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습

니다. 신규상담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는 목적은 주빌리은행의 상담 건을 집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빌리은행에서는 신규상담 이후 때에 따라 재상담이 이루어지며, 

보통은 전화로 상담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본 자료에서 다루는 상담

데이터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주빌리은행 상담의 일부분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상담 접수 

                                                                           (단위: 건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총계

2016
년 125 104 114 113 177 153 154 189 152 114 115 211 1,821

2017
년 177 235 168 110 161 187 125 120 117 96 104 90 1,690

2017년도 신규상담 등록은 총 1,690건으로 2016년도 1,821건보다 △13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월별 신규상담 접수는 해당 월의 언론 노출, 정부의 빚탕감정책에 대한 관심도, 월별 특성(공휴일 수)에 

따라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또한 2015~2016년에 각 지자체에 개설되어 활동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

의 영향으로 지역에서 금융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7년에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을 직접 소각하고 장기

연체소액채권에 대한 탕감 정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정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는 신규 상담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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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동기 

                                                                            (단위: 건수)

구분 채무조정 법률정보 재무상담 금융정보 기타 전체

2016년 1,515 98 100 14 94 1,821

2017년 1,377 98 88 19 108 1690

신규 상담의 신청 동기는 채무조정이 1,377건으로 작년에 이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현재의 어려운 경

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채무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사 표시이며 역설적으로 보면 정부의 빚탕감 정책

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채권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담이 늘어나게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동기의 특이점을 살펴보면 기타 부문이 전년대비 14.9% 증가된 108건을 보이고 있는 바, 이

는 주빌리은행에서 펼치고 있는 빚탕감 운동과 관련하여 언론 미디어의 홍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에 따라 본인의 빚 탕감 요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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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신청자의 특성 

(1) 연령 

                                                                           (단위: 건수)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체

2016년 150 423 605 460 150 33 1,821

2017년 100 335 561 467 179 48 1,690

연령별 특징으로는 4050세대의 상담 신청이 2016년 1065건으로 5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1028건, 60.8%로 전년에 비해 2.4%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50대 이후 노년층의 상담은 계

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본인의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채무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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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 세 명 중 두 명은 남성

                                                                          (단위: 건수)

구분 여성 남성 전체

2016년 625 1,196 1,821

2017년 594 1,096 1,690

                                                                                    

                            

                                                                        

(3) 지역별 문의 

                                                                                             (단위: 건수)

지역 경기 서울 인천 부산 광주 경남 전북 강원 충남

2016년 486 433 131 99 74 107 82 60 72

2017년 443 431 126 93 46 83 67 56 65

지역 전남 대구 경북 충북 대전 제주 울산 세종 전국

2016년 41 44 62 51 33 15 24 7 1821

2017년 50 44 55 45 38 15 27 6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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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 

- 전체 상담자 중 16%만 정규직

- 네 명 중 한 명은 무직(구직중 포함)상태 

                                                                            (단위: 명)

구분 무직 구직중 계약직 일용직
자활
공공
근로

학생 정규직 농업 개인사
업 기타 전체

2016
년 334 114 375 361 12 23 296 11 144 151 1821

2017
년 284 116 276 364 12 14 269 3 145 207 1690

신규 상담 신청자 중 무직(구직활동중 포함)인 경우가 총 400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및 일용직인 경우도 전체의 44%인 반면, 정규직인 신청자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상담 신청자들 대부분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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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소득 

                                                                            (단위: 명)

구분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만원 

이상
전체

2016년 439 235 713 313 90 31 1821

2017년 379 247 661 271 84 48 1690

신규 상담 신청자들의 월소득 분포를 보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379건(22.5%), 100만원 미만인 경

우가 247건(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월소득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661명(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중 빈곤층(가구당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분류되는 계층 중 2인 

가구 소득기준( 1,407,225원)으로 분류해보면, 총 959명(56.7%)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대부분

은 월 소득이 낮아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826,465원 /2인 가구 1,407,225원/3인 가구 1,820,457원/4인 가구 2,233,6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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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수급 여부 

                                

                                < 복지수급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총 계

2016년 300 1,513 1,821

2017년

299

1,391 1,690

기초수급 110

장 애 인 43

차 상 위 52

한 부 모 35

기    타 78

신규 상담 신청자 중 복지수급 대상자는 299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 유형

(중복 포함)을 보면 기초수급 대상자가 110건으로 가장 많고, 차상위 계층 52건, 장애인 43건, 한부모 

3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로는 무한돌봄, 긴급지원,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

부의 복지수급 대상자들도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과도한 빚 독촉의 대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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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원인 및 솔루션

(1) 채무 총금액 
                                                                            (단위: 명)

구분
1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미만

3000
만원 
미만

4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미만

8000
만원 
미만

1억원 
미만

2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모름 전체

2016
년 363 312 245 169 194 66 110 91 111 47 21 92 1821

2017
년 242 269 219 182 140 124 117 71 132 64 34 96 1690

채무 총금액은 채무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며, 상담 신청자 중 채무 총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총 730건, 44%를 차지하며, 본인의 채무 금액을 모르는 경우도 96건이 있었습니다.  

고액 부채의 경우 5,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은 241건으로 전년대비 58건(87.9%p) 증가하였고 2

억원 이상 부채도 전년대비 51건(22.2%p) 증가하였습니다.

(2) 채무 원인 
                                                                       (단위: 건수)

구분 교육비 병원비 사기피
해

점포운
영실패 생활비 실업 과소비 및

주식투자
주택
구입

채무
보증 기타 합계

건수
(주1) 39 114 187 477 908 2 108 49 177 357 2418

 (주1) 중복 선택                                      

채무의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생활비 부족이며 이는 중복건수 포함 908건

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자영업자의 점포운영 실패 477건, 사기피해(보이스피싱 등)187

건, 타인의 채무 보증 177건입니다. 빚을 지게 된 원인이 중복된 경우가 많아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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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 기간 

                                                                         (단위: 건수)

구분 없음 30일미만 90일미만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이상 전체

2016년 342 119 89 104 138 164 865 1,821

2017년 290 97 84 85 101 151 882 1,690

2017년도 신규 상담한 상담자의 채무 연체 일수를 보면, ‘7년 이상’의 장기 연체가 총 882건으로 전체 

상담의 53%를 차지하였습니다. 주빌리은행이 주로 부실채권 소각과 장기연체자 관련 상담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서 장기연체자가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은 상담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체 직전의 신청자나 연체 기간이 짧은 채무자도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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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조정 이용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총계

2016년 475 1,346 1,821

2017년 380 1,310 1,690

                             

신규 상담자 중 채무조정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0건 22%, 채무조정 경험이 없는 경우가 1,310건 78%

로 차이가 컸습니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들을 분석해 보면 채무조정계획에 맞게 변제하지 못해 채무조정

이 실효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채무조정 내용의 비현실성, 즉 채무자의 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변제계획 요구와 채권사 위주의 채무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도를 통해 빚을 청

산했지만 다시 빚을 지게 되어 두세번의 채무조정을 경험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무상담 및 신용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공적인 채

무조정 뿐만 아니라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 장치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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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사 솔루션 
  

                                                                         (단위: 건수)

구분 직접 협상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금융민원 법적대응 재무상담 기타 합계

2016년 -(주1) 125 260 174 4 86 31 1141 1,821

2017년 220 132 211 296 8 103 32 688(주2) 1,690

(주1) 2016년 직접 협상 자료 없음
(주2) “기타”에는 사건조회, 타기관연계, 부재중 등 포함

상담 결과를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직접 협상, 개인회생 순으로 많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은 296건으로 전년대비 122건(70.1%p)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조

정제도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안내하지만 요건이 되지 못하는 경우 주빌리은행은 ‘직

접 협상’(220건)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2017

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하여 2016년 자료는 없습니다.

기타 부문이 688건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원 사건조회나 타기관 연계, 부재중(연락두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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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보고서 발간 

제목 : 「가계부채 실태 파악 및 가계부채 상담제도 개선 방향 제언」

연구의 목적 :  첫째, 주빌리은행과 금융복지상담센터(경기, 성남, 전남)의 2016년 가계

부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내담자들의 가계부채 원인과 실태

를 파악하고, 둘째, 현행 가계부채 상담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금융복지상담센터

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③「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개최 

11월 23일 목요일, 「주빌리은행과 함께 하는 금융복지 컨퍼런스」가 전주시에서 열렸

습니다. 전국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센터장 및 상담사, 예비 

상담사, 센터 설립에 관심 있는 지자체 담당자와 전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100여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각 금융복지상담센터 별로 운영 및 성과에 대한 공유를 하였습니다.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종합토론으로, 참석하신 금융복지상담사들의 많은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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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토론에서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한계점을 인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행사는 주빌리은행이 실무를 진행하였지만 예산 전액은 전주시에서 

직접 집행되었습니다.

(4) 채무자 교육 및 소모임 

    업무 영역 ;

• 건강한 경제생활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교육

과 소모임을 진행합니다.

    2017년 사업 개요 ;

금융복지상담사 교육 주빌리희망모임  교육 책자 발간 

-교육기간: 3/10~4/29 (100시간)

-수강생 40명 중 31명 수료 

-채무당사자 자조모임/강의

-2월~12월 총 10회 진행

-누적 참여인원 87명

채무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채무자가 

편하게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는 책자

※ 「채무자 교육 및 소모임」의 세부 사업은 주빌리은행이 실무를 진행하였지만 주요 예산은 사단

법인 희망살림에서 집행되었고 일부 주빌리은행에서 지원되었습니다.

※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상담 실습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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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연대 활동 

①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안 제안>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주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

산제도 개선과제 등 제시

- 날짜 및 장소: 7월 11일(화),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 참석: <발언> 가계부채 해결방안 – 부실채권시장 현황과 대책

- 주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

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② 생계형 국민건강 보험체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날짜 : 9월 15일 (금), 오후 2시

 - 참석: <토론> 건강보험공단의 생계형 체납자 독촉 및 체납 처분의 문제점 

 - 주최:  건강세상네트워크

 

③ 제 8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 

   

 - 날짜 및 장소 : 10월 13일 ~ 15일,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대만대학교 

 - 참석: <발표> ‘빈곤 문제에 대한 논의’ 세션에서 한국 대표로 발표,

         주빌리은행의 설립배경 및 활동방향, 주요 업무, 성과, 과제와 전망

 - 주최: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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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2017 금융복지 토론회 

    - 주제: 「채무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 대응방안」 

    - 날짜 : 11월 30일 (목)

    - 참석:  <발제> 불법채권추심 대응방안 

    - 주최: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⑤ 2017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 부채 분과

    - 날짜 : 3월~12월

    - 참석:  <발제> 2017 서울시 청년의회 ‘언제까지 부채춤을 추게 할거야’

      <운영> 2017 서울청년주간 부채 부스

    - 주최: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성과: 1) 서울시 학자금이자지원사업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

   2) 서울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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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언론 협조

일시 언론사 내부 
인터뷰

사례자 
소개 기사/방송

2017/1 KBS 명견만리 o o [2017-02-24 기사] 저성장 시대, 부채세대 생존법

2017/2 스토리오브서울 o - 　

2017/4
이코노믹리뷰 o -

[2017-04-24 기사] 빚, 터놓고 얘기합시다 – 고민 
나누는 즐거움... 주빌리은행 채무자 소모임

경향 o -
[2017-05-21 기사] ‘죽은 채권’의 굴레, 이번엔 벗어
날까

2017/5 한겨레 o - 　

2017/6

이코노믹리뷰 o -
[2017-06-28 기사]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국민행복
기금, 국민 행복하지 않아.. 청산해야"

이코노믹리뷰 o - 　

MBC 뉴스데스크 o o
[2017-07-27 기사] 40여만 명 대규모 빚 탕감…도덕
적 해이·형평성 논란

2017/7
로고스필름 o - 드라마 제작 예정

KBS순천방송국 o - 주빌리은행 소개 생방송 인터뷰 

2017/8 머니투데이 머니S o -
[2017-08-17 기사] [뜨거운 감자 ‘빚탕감’] “고통 겪
는 인권지키는 일”

2017/9
한겨레21 o o 　

SBS 뉴스데스크 o o
[2017-09-25 영상] 문서 위조해 협박 '불법추심 신
고했더니… 고발은 커녕

2017/11

SBSCNBC o o
[2017-11-29 영상] 159만명 ‘빚굴레’ 벗어난다… ‘내 
빚도 탕감’될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o - 　

시사저널 o -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 o [2017-12-01 영상] 3회 장윤선의 시선 코너

2017/12 광주매일신문사 - o 　

(4) 후원 및 모금 활동 
l 단체의 재정 투명성 확대를 위해 후원 내역과 지출 내역을 매월 홈피에 공지

l 기부금민간단체로 지정되어 후원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l 격월로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후원자에게 발송 

l 네이버 해피빈 기부업체로 등록 / 오마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금 진행

l 영문 홈페이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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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회계 보고 및 감사 

   (1) 주빌리은행 결산 및 회계 ; 

① 주빌리은행은 2017년 7월 24일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권고한「비영리조직회계기

준」을 준수합니다. 

② 주빌리은행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공익법인계좌로만 거래

됩니다. 

③ 주빌리은행의 후원금계좌는 기부금품 모집 계좌로 등록되어 주무부처인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④ 주빌리은행은 2017년 6월 30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주무부처인 행정

안전부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부금민간단체로서의 이행 의무 사항을 준

수합니다.  
    



- 31 -

 (2) 일년 살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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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설기관의 결산 : 

① 주빌리은행은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장기연체 소액채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받기 위해 부설기관으로 ㈜주빌리대부를 두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이지만 회계

상 독립된 사업체로 인정되어 결산을 통합할 수 없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주빌리대부는 채권매입의 경우에만 입출금내역이 존재하고 대부법인 관리비용은 

전액 주빌리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어 보통 이월금 및 잔액을 만원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말 매입추심업의 자격요건이 개인사업자에서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요건을 갖추기 위해 부실채권 매입자금 및 대여

금을 대부 계좌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대부법인 등록 허가 이후 대여금을 

정산하고 2017/3/20,  총 106,741,176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③ 주빌리대부의 해당 이월금으로 2017년 부실채권매입 61,747,680원, 개별채무협상 

45,316,064원, 총 107,063,744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주빌리대부 결산> 

계정 금액 비고

이월금 106,741,176 법인등록 이후 잔액

총수입 337,055

주빌리은행이체 300,000

이자수익 37,055

총지출 107,068,144

부실채권매입 61,747,680

개별채무협상 45,316,064

인증수수료 4,400 공인인증수수료 

잔액(2017/12/31) 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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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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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안 건 

  1. 2017년 사업 결과 및 결산 

  2. 2018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안) 

  3.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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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 안건 참조

2. 2018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1) 금융복지상담의 계획 및 방향   

l 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컨설팅 활동: 신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시 상담사 실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고, 기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센터 중에서도 설립 목적

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센터들의 상담 전반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높음 

- 현재 2월 말 부터 한 달 기간으로 상담사 파견하여 컨설팅 진행 중(전주금융복지   

   상담소), 금융복지상담사협회가 주관하고 주빌리은행이 실무 진행, 컨설팅 결과    

   참고하여 향후 진행여부 결정할 예정 

-  신규 설립된 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 멘토링 

-  타 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상담 이관받아 진행

-  상담 유형이나 솔루션에 따른 상담사용 교육 책자 발간

l 상담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여 제도 개선 캠페인, 불법 

사례 여론화 및 고발, 피켓 시위 등 적극적 활동

l 언론기사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된 주요 요인이 생계형 채무인 경우 그리고 해당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 직접 협상이나 제도 안내를 통해 

빚문제 해결 및 복지 연계 지원 

l 금융위원회「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후 관련 안내 강화  

   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자 / 약 76만명 추정)의 매입 소각을 위해 장기소액연체

자 지원재단’ 설립하여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기로 함, 내담자들

이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

l 2018년 행정안전부 주도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할 

예정, 지자체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 예산이 일부 투입되어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협력 (금융복지상담사협회에서 양성과정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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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K-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 사업명 : “채무취약계층의 빚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사업”

- 사업 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6월 (총 9개월) 

- 사업지원금 : 총 2000만 

- 세부사업 및 예산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예산내역 

금융복지상담

주빌리은행 상담팀에서 소액 장기연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통합적, 전체적인 상담을 진
행하고 해결방안 제시(내 빚 파악하기, 채권사 파악, 
통장 압류 해지, 공적·사적 채무조정 안내, 불법사금
융 파악 및 신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

상담료(상담사인건비보조)
월 100만원 X 9월 = 
총 900만원 

개별채무협상지원

저소득층 대상, 다른 채무 없이 장기 연체 신용채무
가 1건이고 소액인 경우, 채권자와의 개별 협상을 통
해 원금이 1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한 경우 지원금
으로 변제를 돕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함. 

1,000,000원/1인 X 8명 = 
총 800만원 

채무조정지원

저소득층 대상, 개인파산과 회생의 조건이 되는 경우 
법적 안내와 필요한 서류 비용을 지원하여 빚에서 
자유로워지고 재기의 기회 제공,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를 연계함. 

600,000원/1인 X 5명 = 
총 300만원

l 찾아가는 채무 상담 사업 

- 주빌리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은평구 및 서울시 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지역 동주

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금융 및 채무 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대 고려 

(2) 빚탕감 캠페인 및 부실채권 소각행사  
 
l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부실채권 시장이 정리되어감에 따라 시장

에서의 부실채권 매입금액은 현재보다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정부 대책에서

는 3월 중 대부업법 개정으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인적 요건을 강화 (자본금 

10억, 상시인원 5명)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므로 ㈜주빌리대부는 기존 매입된 채권을 

관리하는 사업 주체로 유지.

l 2018년 부실채권 소각행사 가능여부 문의한 지자체 및 단체들 (서귀포제일교회,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여수시청)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으로 소각

행사

l 현재 소각가능 보유채권은 원금 141억, 원리금 375억, 1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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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 교육 및 소모임

l 내담자 대상(취약계층, 저소득층, 다중채무자)으로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주관하

여 금융 및 돈에 대한 인식 개선, 다른 채무자를 도울 수 있는 상담사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l 상담 봉사프로그램 운영(2월 현재 3분 참여중)

l 내담자 대상 교육 및 현장상담 (월 1회, 주말예정), 소모임 (하반기예정) 

(3) 연대 활동 

①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활동 ; 

l 참여단체: 주빌리은행,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

변호사회

l 활동목표 및 방향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운동

- 빚과 채무조정에 대한 여론 개선 운동 

- 회생법원을 활용한 채무자 권리 증진 방안 모색

l 활동방식

- 분기별 포럼, 국회일정에 맞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토론회

(4) 후원 및 모금 활동 계획  

l 주빌리은행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후원 요청 진행(이메일, 우편) 

l 명예회원 조직 강화 

l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캠페인 및 모금 활동 진행 

l 찾아가는 채무상담 및 단체 홍보 

l 비영리단체 박람회 참가 (서울NPO지원센터 주관 NPO파트너페어)

l 거리 모금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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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