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주빌리은행
상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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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빌리은행으로 채무상담을 신청한 신규 사례는 총 4,963명으로 신

청지역은 전체 신청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51.4%가 경기도와 서울로 가장 많았음.  

•  전체 신청자의 81%에 해당하는 시민이 채무 조정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였고 성별은 10명 

중 6.3명이 남성이며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신청자 10명 중 3.8명은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조사되었고, 직업이 없거나 구직 

중인 자도 2.5명이며, 신청자 10명 중 3.8명의 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며 2.4명은 

아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청자 10명 중 8.1명은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채무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18.3%였으며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보유한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의 약 47.1%로 나타남. 반면 7.8%의 응답자는 채무 금액을 모른다고 

함. 

•  채무발생 사유는 35.8%가 생활비이며, 17.6%는 점포 운영 실패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10명 

중 5.2명이 빚을 연체한 지 7년 이상 되었으며 아예 연체하지 않은 채 상담을 신청한 비율

도 17.2%인 것으로 나타남.   

•  상담을 신청한 채무자의 76%는 이전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

으며, 2018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였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채무자 중 87.3%

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분할하여 상환한 것으로 분석됨. 

•  상담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안내한 제도는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으로 26.4%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직접 협상 및 파산 면책을 안내한 경우가 

각각 7.6% 및 7.1%이였음. 기타 법적 대응 안내와 금융 민원 등도 각각 5.2% 및 0.6%를 

차지함. 

  

•  자료는 채무자가 상담신청 시 직접 작성한 정보를 근거로 하였으나,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내

부 필요에 의해 2017년 중 상담신청 양식을 변경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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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기초 데이터

(1) 신규 상담 접수 

* 2016년도 신규 상담 접수 건수와 관련하여, 2017년 초 통계 자료 작성 시 잘못 기재되었던 부분이 있어 이번 자료에서 수정

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총 1,452건의 신규상담 요청이 있었으며, 이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8년 3월에는 

EBS 다큐 프로그램에 주빌리은행 상담 사례가 방송되어 상담 요청이 폭증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16년 125 104 112 113 177 253 154 189 154 114 115 2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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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7 92 386 179 130 98 114 95 57 68 70 76 1,452 

총계 389 431 666 402 468 538 393 404 328 278 289 377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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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신청 동기

구분 채무조정 법률정보 재무상담 금융정보 기타 총계

2016년      1,515  98 100 14  94      1,821 

2017년      1,377  98  88 19 108      1,690 

2018년      1,129  90  79 25 129      1,452 

총계      4,021     286     267      58     331       4,963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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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 신청자의 특성

(1) 연령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총계

2016년 150 423 605 460 150 33 1,821 

2017년 100 335 561 467 179 48 1,690 

2018년  88 229 433 438 215 49 1,452 

총계    338    987  1,599    1,365       544      130   4,963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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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구분 여성 남성 총계

2016년 625 1,196      1,821 

2017년 594 1,096      1,690 

2018년 624 828      1,452 

총계      1,843       3,120       4,963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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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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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98 361 105 80 45 72 41 40 53 

총계 1,327 1,225 362 272 165 262 190 156 190 

구분 전남 대구 경북 충북 대전 제주 울산 세종 총계

2016년 41 44 62 51 33 15 24 7 1,821 

2017년 50 44 55 45 38 15 27 6 1,690 

2018년 37 42 54 36 49 11 26 2 1,452 

총계 128 130 171 132  120 41 77 15 4,963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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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

구분 무직 구직중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정규직 개인사업 기타 총계

2016년 334 114 375 361 296 144 197 1,821

2017년 284 116 276 364 269 145 236 1,690

2018년 292 99 223 297 201 123 217 1,452 

총계 910 329 874 1,022 766 412 650 4,963 

* 기타 : 자활공공근로, 학생, 전업주부 등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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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소득

구분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만원 

이상
총계

2016년 439 235 713 313 90 31 1,821 

2017년 379 247 661 271 84 48 1,690 

2018년 356 240 509 229 80 38 1,452 

총계 1,174 722 1,883 813 254 117 4,963 

* 2018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및 60% 조정금액(보건복지부 고시 2017-139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672,105원 2,847,097원 3,683,150원 4,519,202원

60% 조정금액 1,003,263원 1,708,253원 2,209,890원 2,711,521원

60% 조정금액은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임.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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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수급 여부

구분 없다 있다 총계

2016년 1,521 300 1,821 

2017년 1,391 318 1,709 

2018년 1,141 354 1,495 

총계 4,053 972 5,025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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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선택

3. 부채 정보 및 솔루션

(1) 채무 금액

구분
1000
만원 
미만

2000
만원 
미만

3000
만원 
미만

4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미만

8000
만원 
미만

1억7원 
미만

2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모름 총계

2016년 363 312 245 169 194 66 110 91 111 47 21 92 1,821 

2017년 242 269 219 182 140 124 117 71 132 64 34 96 1,690 

2018년 303 214 169 143 90 70 72 35 99 45 12 200 1,452 

총계 908 795 633 494 424 260 299 197 342 156 67 388 4,963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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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원인

구분 교육비 병원비 사기
피해

점포
운영
실패

생활비
과소비 

및 
주식투자

주택
구입

채무
보증 기타 총계

2016년 74 124 173 293 572 68 83 233 201 1,821

2017년 39 114 187 477 908 108 49 177 359 2,418

2018년 25 86 182 325 726 76 51 155 370 1,996 

총계 138 324 542 1,095 2,206 252 183 565 930 6,235 

* 중복 선택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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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 기간

구분 없음 30일미만 90일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7년 이상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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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90 97 84 85 101 151 882 1,690 

2018년 221 80 76 59 95 102 819 1,452 

총계 853 296 249 248 334 417 2,566 4,963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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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조정 이용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워크아웃 프리워크아
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총계

2016년 475 1,346 1,821 

2017년 380 1,310 1,690 

2018년 338 1,114 111 26 158 43 1,452 

총계 1,193 3,770 111 26 158 43 4,963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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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사 솔루션

구분 직접
협상

파산
면책

개인
회생

워크
아웃

금융
민원

법적
대응

재무
상담

사건
조회

타기관
연계

부재
중 기타 총계

2016년 - 125 260 174 4 86 31 1,14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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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56 94 152 214 19 68 15 68 73 167 426 1,452 

총계 376 351 623 684 31 257 78 68 73 167 2,255 4,963 

  * 2016년, 2017년 사건조회, 타기관연계, 부재중, 기타는 기타로 분류하여 계산함

- 직접 협상이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주빌리은행이 채권사와 전화 등의 수단으로 접촉하여 추심중단 

요청, 채무 금액 조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협상하거나, 채무자 본인과 채권사를 중재하여 채무자가 직

접 협상하도록 안내한 상담 사례 포함.

- 법적 대응이란, 압류 해지(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포함), 소멸시효 완성 주장, 채권사의 법적 조치

에 따른 법률적 대응 등에 대해 안내한 것임.

- 사건 조회란, 채무 장기연체 및 채권양도로 인한 채권사 변경 등의 사유로 채권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권사에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 진행한 내

역을 조회하여 채권사를 찾아가는 조치를 뜻함.

- 타 기관 연계는 생활고 및 채무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법률구조공단,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및 복지

기관, 세금 체납 상담 기관, 기타 비영리단체 등 타 기관에 연계함. 

- 기타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사업 안내, 추가 상담 예약, 대출이나 빚 탕감 문의에 대해 답변, 상환

여력이 생길 때까지 연체하도록 안내함.

(16’,17’,18’�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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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제언) 

○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빚이 탕감된 채무자 5만여 명 외에도 탕감 여부와 상관없이 약 

4,963명이 주빌리은행에서 채무 상담을 받았음. 부족한 생활비와 적은 소득 그리고 불안정한 

직장 등으로 인해 처음 빚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이가 가장 많았고, 신청자의 절반 이상은 연

체한 지 7년 이상이었음. 

○  전체 상담 신청자의 76%는 이전에 채무 조정 제도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오랜 연체 기

간 내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추심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분석. 10명 중 8명은 현재 복지 혜

택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추심 노출과 사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고통 받은 것으

로 조사됨. 

○  가족 구성원 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분석하기 어렵지만, 전체 상담 신청자의 38%에 

육박하는 채무자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벌고 있는데 비해 26.4%의 채무자에게 상담 솔

루션으로 워크아웃 및 회생 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를 안내하여 최종적으로 채무 상환을 

종결하여 자립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제도와 환경의 한계를 여실히 느낌.   

○  채무자 대부분은 정부 당국이나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듯 즉각적인 채무 탕감을 희망하기 

보다는 본인의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하에 소액이라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 

받아 상환하고 최종 면책받기를 희망하였음. 실제 상담 신청 란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전화

로 “대출 상품”을 문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 기반. 

○  현재 정부 및 관련 당국의 일방적인 조정 비율 및 제도보다는 채무자 본인과 채권사와의 자

율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법률 마련 등이 시급함. 무엇보다 추심 중단 및 유예와 같

은 제도를 폭넓게 적용하여 채무자가 강압적인 추심 분위기가 아닌 스스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최종적으로 빚에서 면탈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으로 생각됨.  

○  이는 사회가 우려하듯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가장 높은 비중이 40-50대의 남성으로 이들의 자립 및 자활은 한

국 경제 및 소비의 원활한 선순환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기 때문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