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부채관리 교육 3차시
현명한 부채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장학금, 6년간 18조원 쏟아부었는데”
-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단위: 원)

년도
2012년
2013년

지급 금액
1조7,330억
2조5,848억
3조2,756억
3조5,748억
3조5,943억
3조6,301억
3억6,800억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e)
출처 : 중앙일보(2018.1.)
“20대 청년 부채는 지난 6년 동안 88% 급증”

- 20대 평균부채(단위:원), ()는 전년대비 증가율(단위:%)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부채
1,268만(35.5)
1,283만(1.2)
1,401만(9.2)
1,481만(5.7)
1,491만(0.7)
1,681만(12.7)
2,385만(41.9)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처 : 중앙일보(2018.1.)
“연체경험”
대출 이용경험이 있는 청년층 9명 중 1명
- 출처 : 금융위원회(2017.11.)
“연체경험자의 32%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 출처 : 금융위원회(2017.11.)
“금융채무불이행자의 30%는 채무조정 이용”
- 출처 : 금융위원회(2017.11.)
생활비, 월세,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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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높은 실업률과 신용문제로 인해 청년층은 실신세대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
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부채관리는 보셨던 것과 같이 청년층 여러분을 언
제든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
방하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부채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먼저 빚..., 다시 말해 부채란 무엇일까요?
진행자 : 부채는 빌려 쓰고 갚지 못한 돈의 잔액입니다.
진행자 : 그럼, 사람들은 왜 빚을 지는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빚
은 지는 이유 중 하나는,
“빚을 지는 이유”
돈 버는 시기와 돈이 필요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나이
20대

시기
사회초년기

30대

가족형성기

수입 대비 지출
수입 < 지출

소요비용
결혼비용 8,246만원
수도권 아파트 3억3,371만원

지출 < 수입

사교육비 월53만원
자녀대학등록금 637만원
자녀결혼비용 4,058만원

40대
자녀성장기

50대

은퇴 후 생활비 : 5억 3천만원

수입 < 지출

60대
70대이후

노후생활기

진료비 322만원

아들 : 등록금이 일년에 천만원이 넘어요.
아버지 : 난 그런 큰 돈 없는데...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마련

진행자 : 돈 버는 시기와 돈이 필요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사립대 등록금이 한해 1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출 이외에 등록금을 마련할 뾰족한 수
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 :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숙소가 없네요
아버지 : 전세 얻어줄 돈이 없는데...
전세 대출로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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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또 다른 예로, 사회초년생이 직장에 따라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기숙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택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등의 수요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화면 : “빚을 지는 이유”
학자금 대출, 전세 대출
진행자 : 이렇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빚을 질 때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 : 얼마나 대출 받아야 하나?
아들 : 꼭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버지 : 얼마동안 대출받아야 할까?
아버지 : 어떻게 갚아야 할까?
1. 목적이 타당한가?
2. 금액이 적당한가?
3. 기간이 적당한가?
4. 상환능력 및 계획이 있는가?

진행자 : 대출을 받아야 할 때는 그 목적이 타당한가, 금액이 적당한가, 기간이 적당한가,
상환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finlife.fss.or.kr
저축, 펀드, 대출, 연금, 보험, 알림마당
부자되세요!

필요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준비하세요!

정기예금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적금

개인신용대출

퇴직연금

펀드

중금리신용대출

실손의료보험

절세금융상품

주택금융공사대출

자동차보험

신용·체크카드

진행자 : 대출상품을 골라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사
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 접속하셔서 종합적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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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에 접속
‘서민금융 1332’ 조회 및 ‘불법금융대응 – 이자계산기’ 클릭
일수기준 연이자율 산출

진행자 : 이자계산기에 상환횟수, 1회상환원리금, 납입주기, 원금과 같은 대출상환조건을
입력하면 법정 최고금리 초과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 fine.fss.or.kr
한국대부금융협회 : www.clfa.or.kr
진행자 : 만약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셔야 할 경우에는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파
인」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조회하시는 것이 좋
습니다.

“대출금 상환”
어떻게 갚을 것인가?
진행자 : 이렇게 신중한 결정 후에 대출을 받으셨으면 이제 대출금을 현명하게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 상환방법”
1. 고금리 대출을 먼저 갚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금리는 평균 10%중후반대이며,
최고 23%내외(2018년 2월말 기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자주이용하면, 시용은행 신용대출 신청시, 금리가 높
아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 첫째, 대출금은 고금리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특히,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은 반드시 우선 상환해야 합니다.
진행자 : 그리고 고금리 대출을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과 같이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서
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 보셔야겠죠.

“대출금 상환방법”
2. 목돈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상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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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 대출금 일부라도 좀 갚을게요.

진행자 : 둘째, 목돈이 생기면 중간에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고,

“대출금 상환방법”
3. 대환대출을 활용하여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자.
아들 : 이자 더 낮은 대출로 바꿔주세요.

진행자 : 셋째, 대환대출을 활용하여 저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대출금 상환방법”
4.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자.
아들 : 신용등급이 올랐으니 이자 좀 깍아주시죠.
진행자 : 마지막으로 넷째,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연봉이 상승하면 금리인하를 당당히 요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1. 부채의 정의
2. 대출시 고려사항
3. 대출금 상환

진행자 :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채란 무엇이고,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점을 고
려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대출금 상환 방법도 알아보았죠.
오늘 살펴본 내용 잘 기억하시고, 효율적인 부채관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
다.
진행자 :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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