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부채관리 교육 2차시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볼까요?
남 :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마. 좋은 회사도 취직했으니까 천 만원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점심시간에 은행가서 알아볼게.
남 : 천만 원 정도 신용대출을 좀 받을까 하는데요….
직원(여) :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직원(여) : 대출은 가능하신데요…. 고객님께서 지금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금리가
좀 높게 적용되겠네요.
남 :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건가요? 몰랐네요…. (우울한 표정) 그런데 어떻
게 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직원(여) :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출금
갚아 나갈때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 :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남 : 신용등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 앞으로 어떻게 신용등급을 올리면 좋을
까?
“신용평점과 신용등급”
0점에서 1000점까지,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음.
신용평가 평가요소
연체이력 : 가장중요
거래기간 : 매유중요
신용한도소진 : 중요
총부채수준 : 보통
최근신용거래 : 미미

진행자 : 우리가 금융회사를 이용하면서 한번쯤은 들어보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 용어, 바로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입니다. 신용평점과 등급은 개인의 신용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계산한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서,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의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대출한도와 금리 등을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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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금융소비자(고신용자, 저신용자)를 통계적방법론으로 불량률에 따라 개인신용평점을
1~1,000점으로 수치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분류
불량률 :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와 같은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진행자 : 우선 신용평점이란 것은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
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와 같은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1점에서 1,000점으로 수치화한 지표이며, 평점이
높을수록 연체가 발생할 불량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평점 산출예시”
평가항목
연체건수

총 대출잔액

신용카드(한도) 소진율

신용거래기간

배점구간
0건
1건
2~5건
5건 이상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5천만원 이상
0~30%
30~90%
90%이상
20년이상
10~20년
10년 미만

배점
300
80
20
0
200
100
0
300
200
50
200
100
0

출처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진행자 : 이 신용평점 계산에 반영되는 항목은 연체건수, 총대출잔액, 신용카드한도 소진
율, 신용거래기간 등이 있습니다. 연체가 없고, 대출잔액이 작고, 신용카드를 한
도의 30% 이내로 적게 쓰고, 오랜 기간 신용거래를 해온 경우에 높은 신용평
점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신용등급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신용평점
942~1,000점
891~941점
832~890점
768~831점
698~76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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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량신용자
보통신용자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630~697점
530~629점
454~529점
335~453점
0~334점

저신용자

출처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진행자 : 그리고 신용평점이 계산되면, 이 값을 구간별로 나누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로 구분합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높은 등급이고, 10등급에 가까울수
록 신용이 낮은 등급입니다.

“신용등급 조회방법”
방법

기관
신용조회회사

방문

인터넷·ARS

NICE평가정보

가능

www.credit.or.kr

코리아크레딧뷰로

가능

www.allcredit.co.kr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접속 → ‘무료신용조회’ →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신
청’ → ‘신용평점관리’ → 신용등급 확인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접속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 ‘열람하기’ → 신용등
급 확인
※ 연간 3회(4개월에 1회) 무료조회 가능
진행자 : 여러분의 신용등급은 몇 등급이신가요? 궁금하시죠? 이 신용등급은 대표적인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에서 연간 3회, 4개월에 1회씩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 이 신용등급은 왜 책정하는 것이며, 왜 중요할까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일반적으로 6등급까지의 보통 신용자까지만 허용되는 등 금융거래의 가
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높은 신용평점과 등
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돈이 된다”
2018년 3월말 기준
1~2등급 3.68%
5~6등급 6.21%
예시 : 1억원 1년간 대출시, 이자금액 253만원 차이, 10년이면 이자금액 2,530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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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여러분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돈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2등급과 5~6등급 간의 금리 차이는 대략 2.53%p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1억 원을 대출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이자만 253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만약, 1억 원을 10년
동안 빌린다면 중형자동차 한대 가격인 2,530만원이나 차이 납니다. 신용등급
이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낄 수 있는 돈이죠. 이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돈
이 된다는 말, 이해가 되시나요?
진행자 :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을 잘 관리해서 높게 유지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할까요? 몇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 올리기 Tip”
1.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라
급여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결제, 예금적금, 체크카드
자사 거래실적이 좋은 우수고객에게 수수료 면제와 우대금리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
공

진행자 : 첫째, 주거래 은행을 정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자사거래실적이
좋은 우수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므로, 공과금이체, 신용카드결제 계좌 등을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곳의 주거래은행에 집중한 후 지속적으로 이
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 올리기 Tip”
2. 신용카드는 적당히, 체크카드 꾸준히
1~2장의 카드로 매월 부여된 총 한도의 20~30%를 넘지 않도록 사용

진행자 : 둘째, 신용카드를 사용하실 때는 1~2장의 카드로 매월 부여된 총 한도의
20~30%를 넘지 않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자주 이용하시면,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를 주어 여러분의
신용평점과 등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용등급 올리기 Tip”
3. 높은 이자의 대출을 먼자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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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셋째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먼저 갚으셔야 합니다. 만약 대출이 여러 곳에 있고
연체까지 있을 경우,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고금리의 대출부터 우선 갚고,
그 다음은 연체기간이 오래된 대출 및 소액대출을 상환하여 대출이용 건수를
줄여야 합니다.

“신용등급 올리기 Tip”
4. 연체없이 성실 납부하라.
전기요금, 통신비, 가스요금, 지방세

진행자 :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연체 없이 성실 납부하라, 입니다. 대출금 뿐만 아니라
전기세, 통신비, 가스요금, 지방세 등도 제때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 수도요금,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신용등
급 산출에 가점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시 평균 신용등급 하락폭”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저축은행
2.394
2.655
2.103
1.534
0.722

대부업
3.701
3.290
2.454
1.666
0.750

신용대출금리
시중은행 ~6%
저축은행 ~20%
대부업체 24%

출처 : 금융위원회(2017.11.)
고금리 상품을 한번 이용한 사람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시중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
기가 어려워집니다.

진행자 :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사용할 경우 연
체 가능성이 높아질 신호로 판단되어 신용등급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
급이 나빠지면 낮은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워지고, 결국 고금
리 상품을 재이용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1. 신용평점과 신용등급 관리
2. 신용등급 올리기 Tip

진행자 : 지금까지 우리는 신용평점과 신용등급 신용등급 올리기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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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여러분의 신용평점과 등급이 우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
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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