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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상담사 기본서의 구성 |

신용상담사 기본서는 전문적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 

으로 편성하였고 향후 대학생이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학점인정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양 및 전공과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과목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제1과목은 신용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용상담이 왜 필요 

하며, 신용상담이란 무엇인지, 투자상담이나 재무상담 등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상담과정 전반에 필요한 전략과 기법들

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제2과목은 고객의 신용상태를 진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용과 

부채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기술하였으며, 고객신용문제 예방 및 재발방지 

상담에 필요한 재무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 

□ 제3과목은 신용문제의 상담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여신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의 법률관계를 채권․채무의 발생, 담보, 관리 및 이행의 4부분으로 구분 

하여, 채권․채무의 발생에 따른 채권자의 채권보전대책과 그에 따른 채무자의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제4과목은 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채무자구제제도는 물론 다중채무자들

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제도 등 신

용문제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로 구성하였다.

□ 본서의 부록은 풍부한 신용상담 사례를 통해 상담의 전략과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지식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머리말 |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는 사적 제도와 개인회생, 파산 등 법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 문화, 소비자금융의 상황 등을 반영  

하여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책은 국내외 채무자 구제제도별 운용 현황을 자세히 비교하여 제도간의 장단점,   

이용자 기준 적합한 구제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사로서의 기본지식 함양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다중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을 설명하였다.

Part 01의 Chapter 01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제시하였

으며,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한계채무자의 갱생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Chapter 02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Chapter 03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통한 갱생 및 청산제도를 설명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비교하여 

채무자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의 선택기준을 제시하였다.

Part 02는 해외(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의 공․사적 채무자 구제제도 운용 현황, 

기구, 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미국에서는 법원에 파산 신청 전 6개월 이전에 비영리 상담기구를 통해 채무 상담을  

반드시 거치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파산 신청 전 사적조정을 의무화 

하거나 성실상환 증명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Part 03은 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한 회생 중인 자 또는 저신용자들이 긴급자금 필요 시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상품과 사회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소개하였다.

Chapter 01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한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대출, 서민금

융진흥원의 미소금융, 햇살론, 안전망대출, 기타 금융지원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

지공단, 국민행복기금 등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을 각각 소개하였다.



Chapter 02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지원이 필요

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복지 지원대상별 지원기준과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 소개한 채무자 구제제도와 서민금융 지원상품 외에도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재민, 노숙인 등 지원대상을 특정하고 지원 규모도 소규모이다. 하지만 이들 단

체에서는 대출지원 방식을 포함하여 무상지원, 출자, 컨설팅 병행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하고 있어 채무자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용상담사로서 채무자 구제제도와 서민금융 및 복지지원의 내용 숙지는 반드시 필요

하다. 하지만 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간과해

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본 기본서가 제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유익한 기본서이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지은이 정 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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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채무자 구제제도 도입배경

Part 01 |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1.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급속한 증가와 그 원인

지금은 공식적으로 폐기된 개념인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금, 신용카드대

금, 할부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그 사실이 관리

되고 정보가 공유되는 경제주체를 뜻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한국신

용정보원에 등재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97년 말 143만 명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 및 실업증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02년 이후부터 한동안 그 

증가세가 가속화되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된 데에는 금융회사 및 소비자, 정부 등 각 경

제주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다. 금융회사의 경우 가계대출 확대 경쟁과 신용카드사의 무

분별한 카드발급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특히 신용

카드사의 경우 과거 가두 회원모집 과정에서 회원자격의 적격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

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신용한도도 크게 확대하였다.

소비자들 또한 과도한 차입을 통해 소비를 늘렸다. 당시 소비자들은 경기침체 및 고용사

정 악화 등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이를 보충하였다. 특히 신용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서비스에 주력하는 가운데 여러 신용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복수

의 카드를 통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채무가 감당하

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

’99년 이후 전반적인 규제개혁 기조 속에서 금융부문에서도 각종 규제 완화조치가 취해

졌으며, 특히 ’99. 5월 취해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상한 철폐는 ’02년 하반기 이후 금융채

무불이행자의 폭발적 증가의 직접적 시발점이 되었다. 가계신용이 급속히 팽창하여 연체율

이 상승하고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정부는 

’02년부터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신규여신   

공여와 신용카드 사용한도 등을 대폭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였고 이는 개인들의 신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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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및 대출회수로 이어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증가하는 계기

가 되었다.

2.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수익

성과 자산건전성을 훼손한다. 더욱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외

환위기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신용카드사들이 그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아 수지와 건전성이 급격히 떨어졌을 뿐 아니라 카드채 사태를 야기함

으로써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했던 사실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가 금

융산업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 수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금융뿐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문제도 유발한다. 금융채무불이

행자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에 충당할 수 있

는 자금의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둔화가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크게 증가하던 ’02년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그래프가 높아질수록 ‘일가족 동반자

살’ 등의 참담한 뉴스도 빈번하게 전해졌다. 가족이 여행을 떠나 여관에서 약을 먹거나 자

녀들과 함께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총 범죄 가운데 경제관련 범죄 비중이 ’97년 18.6%에서 ’02년 21.0%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경제문제로 이혼한다는 부부 비율이 4.2%에서 13.6%로 증가하였다.

또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신용거래를 제약하는 보증 및 담보관행으로 이어져 신

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사채, 카드깡 등의 불법대출이 성행하는 등 금

융채무불이행자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

안으로 대두되었다.

3.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

’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02. 5. 27일 금융

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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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

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만이 이

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수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

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로 ’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제도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97

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으며, 회생보다는 파산에 많은 비중

을 두고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과다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에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를 보완해줄 다중채무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04. 9. 23일 시행되었고 ’06년에는 「개인채무자회생법」,  

「화의법」과 「파산법」 등과 함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

적 채무자 구제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채무불이행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 

하였으나, 최근 10여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08.12월 3.0%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17. 11월 기준 기준금리는 1.50% 수준), 부동산 완화 정책 등으로 ’16

년 말 국내 가계부채는 1,344조 2,79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7년 미국발 금리인

상, 대외 수출부진 등 불안한 경제상황으로 볼 때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수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경제, 금융정책,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상황에 따라 그 수가 증감하게 되며, 자유 경쟁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 스스로 채무

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적 실패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13

02 개인워크아웃

Part 01_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1. 도입 경과

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02년 말 한국신용정보원

에 등록된 개인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

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

다. 또한 ’02.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 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되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

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기 때문에 미국의 CCCS1)(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02. 10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

써 서민가계의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

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 제도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채권금융회사 간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판결효력은 

없으나 채권․채무 당사자간의 채무조정 합의에 의한 「민법」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2)의 연체채무(15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경우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02. 10월 설립된 사적 채무조정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16. 9. 23일 「서민의 금융생

1)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는 미국의 소비자회생을 지원하는 대표적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50개 이상의 회원단체들이 1,400개 이상의 신용상담소를 운영 중이며, 채무관련 상담 및 자료의 제공, 채권

자와 접촉하고 상환조건의 협상 및 상환을 대행하여 주는 채무관리프로그램(Debt Manage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음. CCCS는 매년 약 150만의 가계에게 소비자 신용상담을 제고하고 있으며, 매년 330만 명 이상

에게 재무계획 수립, 자금차입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채권금융회사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제2항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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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 대부분이 「신용회복지원협

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참고 1-1> 신용회복위원회 개요

 1. 설립배경

  신용회복위원회는 ’02.10.1. 금융채무불이행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

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출발하였으며,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인 업무 수행과 채무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

를 받아 ’03.11.1.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16.9.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근거를 마련하면서 특수법인 신용회복위원회로 재출범하였음

 2. 설립목적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파산

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상담 및 신용관리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

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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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요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3),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조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환기간연장 및 분할상환(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

무 최장 5년 이내 거치 후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변제기유예4)(최장 3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변제기유예 시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산입하지 않

으며, 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내용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된다.  

3. 채무조정 절차 

3-1. 지원절차

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

사에 즉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지 등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기에 발생한다.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총 채권액(보증채무지원 신

청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 포함), 담보 및 보증,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기간 내에 상계권5) 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 전에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충족하는 채권에 한하여 상

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나 보증인의 생계에 필요한 급여 또는 급여에 준하는 채권

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없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심의위원회6)가 심의⋅의결한 채무조정안을 의결일부터 1주 내에 채권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채권금융회사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한다.

채권금융회사 동의로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위원회가 정한 채무조정합의서에 서

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위임을 받아 합의서 체결 당사자가 된다. 

3)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채무의 합을 말함 

4)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3년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으로 채무상환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2%(재조정 직전 원금을 상환한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

우는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연 1.0%를 적용하고, 사회취약계층이거나 48개월 이상 변제자는 유예이자를 면제)

를 적용함(담보채무는 변제기유예 미적용)

5) 상계권 행사의 대상은 채권기관이 채무자 및 보증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것

6) 심의위원회는 금융, 법률, 회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은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 ․ 대학 ․ 신용평가회사 ․ 금융 관련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이

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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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채무조정합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동 내용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한

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등

록코드 : 1101)’ 로 등록하고 당해 채무자의 “연체정보등”을 해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련

의 절차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채무조정 절차

절  차 주 체 주 요 내 용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
접수통지 위원회 접수통지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등 행위 금지

⇩
채권신고 채권금융회사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
심  사 위원회 채무조정안 작성

⇩
심  의 위원회 채무조정안의 적정성 심의 ․ 의결

⇩
동  의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안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여부 회신

⇩
채무조정 합의

위원회

채무자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한 위원회가 채무자와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확정통지 위원회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1101) 등록

⇩
변제계획 이행 채무자 변제금 납입

⇩
지원종료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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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청절차

채무조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용회

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상담, 

신청 및 기타 채무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채무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채

무자의 가족과 법률대리인으로 한정하되, 법률대리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

에 위원회 지부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에 한한다. 

구비서류는 채무조정(상담) 신청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소득증

빙서류(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진술)서), 부양가족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유재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 있으며, 구비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채

무자의 서류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증빙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증빙서류는 행정정보 공

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조회 및 열람하고 있다. 

대리인이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이외에 위임장(위원회 서식, 

인감도장 날인 필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채

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명확인증표(채무자 및 대리인)를 지참하여야 한

다. 법률대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사

무소 위치 확인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위원회는 채무자와 채무조정 상담 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동의서를 징

구하여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채무내역을 조회하나, 연체기간이 7

년 이상 경과한 채무, 채권 양도된 채무 등 확인이 어려운 채무도 있기 때문에 누락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가 발송한 독촉장, 법원 지급명령 등 소송서류 등의 서류를 지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채무조정 신청 전 채무자의 급여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 중인 경우 제3

채무자인 회사가 작성한 ‘급여(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금액 확인서(위원회 양식)’

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급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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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 서류 사본제출가능 여부

본인 확인 실명확인증표 가능

대리인 신청

채무자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채무자와 대리인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능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 위원회 양식
불가

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상담)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불가

소득 증명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능

급여소득자

급여계좌 거래내역, 급여(상여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자는 위촉증명서, 연말

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징구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증명(진술)서 - 위원회 양식

연금소득자

연금수령계좌 거래내역

  - 연금이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

우 당해 계좌 거래내역서를 징구

기타 소득증명(진술)서 - 위원회 양식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능

재산 증명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지적전산자료조회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등

가능

사회취약계층 증명 수급자증명원 등 위원회가 지정한 서류 가능

급여(가)압류에 따른 
적립금액 증명

급여(가)압류 결정문 사본

급여(가)압류 적립금액 확인서 - 위원회 양식 등
가능

<표 1-1> 신용회복지원 신청 구비서류

* 다만, 채무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열람에 동의한 경우 해당 징구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Chapter 02 | 개인워크아웃

19

4.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4-1-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

거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에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채권금융회사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

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한편 채무조정 신청 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연체 정보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연체정보 등록 후 7년 경과에 따

른 자동해제와 같이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채무자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4-1-2. 채권금융회사 채권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7)이 15억원(무담보채무 5

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1개 채권금융회사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4-1-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위원회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제3자8)의 소득제공액과 본인소득의 합계액이 최저생계

비 이상인 경우와, 이 밖에 비정규직 해직자나 취업준비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

는 수준의 수입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 종료 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

위원회가 인정하게 되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생계를 같이 부담하고 있는 가족

이 공동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족 간의 소득제공을 인정하여 가족 간의 소득과 채무를 합산

하여 신청자격을 판단하며, 이 때 공동신청자 모두 채무조정 신청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

아야 한다.

’15. 12. 3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물가인상율을 반영한 최

저생계비를 발표하였으나 ’15. 7.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공표하도

7) 총 채무액은 채무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및 비용(가지급금) 등을 포함한 채무의 합 

8) 신청인 이외의 자 중 자신의 소득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도 여유액이 있어 신청인에게 소득제공이 가능

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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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매년 공표된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을 최저생계

비로 적용하여 부양가족수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출액을 심사한다. 채무자별 생계비 적정 

지출액은 가구원의 구성, 주거형태, 질병 등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는 인정하

고 있다. 

소득은 급여소득, 자영업소득, 연금소득, 일용소득 등을 확인하고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

비를 공제한 후 변제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때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채무자와 동

일 가구를 구성하는 1)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2) 미성년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3) 만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4) 만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장애등급(1~6급)이 있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5) 근로활동이 불가한 장애(1~3급)가 있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

촌 이내의 인척만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단, 채무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를 구성하

고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하여 확인 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태아도 부양가족

으로 인정한다.

채무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은  3개월 이상 생계비 

지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직계존속

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표 1-2>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단위 : 원)

구 분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40%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1,707,008     682,803   1,024,204

2인 가구   2,906,528   1,162,611   1,743,916

3인 가구   3,760,032   1,504,012   2,256,018

4인 가구   4,613,536   1,845,414   2,768,121

5인 가구   5,467,040   2,186,816   3,280,224

6인 가구   6,320,544   2,528,217   3,792,325

7인 가구   7,174,048   2,869,619   4,304,428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추가 시 853,504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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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신청제외 대상자

4-2-1. 채무자의 신청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미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채무조정내용에 따른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하여 

효력이 상실된 자9),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기각된 자나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

하지 못한 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10)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그러

나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채권금융회사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조정 신청부적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4-2-2. 개별채무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

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이면 신청

할 수 없다.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

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협약외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산정

에서 제외할 수 있다. 

4-2-3.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가 관할법원에 개인회

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에 따라 채무조정절차 중단(신청서류 반송) 또

는 지원확정 취소(효력상실)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

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된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 

9) 효력 상실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재신청이 가능

10)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채권채무의 존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상 채무가 소액이고 장래 당해 소송결과 채무

자가 패소하여 변제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상환계획의 이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

를 채무조정에서 제외한 후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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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채권의 소유권 이전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접수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권금융회사는 

이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과 그에 따른 변제계획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4-2-5 보유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자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임차보증금(사업장 포함), 자동차 등의 재산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을 채무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산평가액은 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과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차감하여 평가액을 산출한다.

<표 1-3> 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 산정방법 

구 분
산정방법

비고
1순위 2순위

아파트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조회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실거래가) 조회

1순위를 우선 
적용하고, 1순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2순위 적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토지(산 포함)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 조회

-

자동차 국세청 승용차 가액 조회
2개 이상 중고차매매사이트 

판매가의 평균값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액 -

공제재산가액은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공제재

산 가액은 재산으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부양가족 3인 가구의 공제재산가액은 공제기준가

액의 100%를 적용하고, 부양가족 2인 이하 가구는 공제기준가액의 80%, 부양가족 4인 이

상 가구는 공제기준가액의 1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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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제기준가액
(A)

2인 이하 가구
(A×80%)

3인 가구
(A×100%)

4인 이상 가구
(A×120%)

서울시 11,000 8,800 11,000 13,200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0,000 8,000 10,000 12,000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안산․세종․용인․김포․광주시 6,000 4,800 6,000 7,200

기타 지역 5,000 4,000 5,000 6,000

<표 1-4> 공제기준가액 및 공제재산가액 (단위 : 만원)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동, 중구 영종동, 용유동, 서구 청라 1,2,3동,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정왕동, 검오동 제외)

4-3.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

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라 하더라도 다음의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미 상환

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채권

2) 법령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권

3) 조세에 대한 보증,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에 대한 보증,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에 대한 보증 등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

4) 고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채권

4-4. 보증채무 지원

4-4-1. 지원대상 보증채무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상실(3개월 이상 연체, 개인회생 ․파산 신청, 사망 등)로 채권

금융회사로부터 보증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는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주채무를 보유하지 않거나 주채무를 정상상환 중이어도 보증채무만 채무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사실상 폐업, 휴업,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에 법인의 보

증인인 개인이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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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채무조정기준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수에 따라 채권원금

을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채무변제 여력을 고려하여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

하여 원금의 20~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단, 국가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채무원금이 1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원금의 90%까지 감면한다. (기타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원금의 최대 80%범위) 분할상환기간은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최장 10년) 기간 내에서 원금분할상환하며, 조정된 보

증채무에 대하여는 변제기간 중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한다. 원금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48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에 한하여 유예기간 1년 추가 지원 가능)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

무상환 유예기간 중 이자는 주채무의 채무조정기준과 동일하게 연 2.0%를 적용한다. 

’17. 3. 2일부터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한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상각되지 않은 일반채권에 대해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수에 따라 채권원금을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4-4-3. 보증서 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보증비율에 따라 대출기관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수령

한 이후에 잔존 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지급 이후 채무 금액이 확정되면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의 채무를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무에 포함한다. 보증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대출기관의 잔존채무와 보증기관의 대지급 채

무를 추가로 채무조정에 포함하여 분할상환 하도록 지원한다. 

5. 채권금융회사 업무처리기준

5-1.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5-1-1. 채권추심 금지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가압류⋅가처분을 비롯한 추가적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할 수 없다11).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 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12)가 있는 경우에 당해 채무자 및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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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급여 및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의 보전처분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청인 및 보증인의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

보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과 6개월

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등은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

채무조정 신청 통지일 이전에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절

차를 착수한 경우에도 동 법적절차가 중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소

송 등 기 착수된 법적절차에 의해 채무명의를 득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하더라도 추

가로 경매 등의 절차는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채무조정 신청 전 추심회사에 채권회수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추심위임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심회사의 독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회사는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2. 진행 중인 법적절차 금지노력

신청 이전부터 진행 중인 채권회수조치 및 법적절차 등은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접수 통지를 받은 이후 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

조정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채무조

정안에 따라 분할상환 중인 채권에 대하여도 매수자가 채무조정 조건을 승계하는 경우   

채권 매각은 가능하다.

5-2. 연체정보등 등록 및 해제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채무조정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

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확정자 명단을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 신용정

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등록코드 : 

1101)”로 등록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로 등록되면 채권금융회사가 등록

한 “연체정보등”은 일괄 해제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이나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용회복지

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로 등록되지 아니한다. 등록된 공공정보는 채무

11)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지급명령 등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행사도 금지함

12) 채무조정 신청 당시 고의로 소유재산을 신고 누락하거나 축소신고 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

은 채권기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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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확정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조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해제된다. 

그러나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채권금융회사가 법원에 허가를 득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

재한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권 금융회사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정보를 해제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되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 조정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

단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등으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새로이 소

멸시효가 진행된다.

6. 채무조정

6-1. 상환기간 연장

채권의 종류, 담보, 채무자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채권금융회

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무담보 채권은 

최장 8년, 담보채권은 최장 3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채권의 잔존상환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기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6-2. 이자율 조정

무담보채권의 이자율은 상사법정이율인 연 6.0%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에 따라 단계별

로 이자율을 연 2.0% 까지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조정된 이자율은 무담보채권 원금

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원금의 일부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조정 

후 이자율을 적용한다.

채무자가 납입하는 변제금은 채권의 원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채무자가 분할상환기간 내

에 조정후 채무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조정 후 이자율에 따라 부리한 변제기간의 이자

를 전액 감면한다.

채무자가 변제계획 미이행 등으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

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된 이자율(연 6.0% ~ 연 2.0%)에 의한 

이자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담보채권이 채무조정에 포함되는 경우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1/2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저이자율은 연 5.0% 적용하여 분할상환을 지원

하되, 약정한 이자율인 연 5.0% 미만인 경우 그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채무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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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25%”를 적용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25%” 미만이면 그 약정이

자율을 적용한다.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적용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25%

를 적용)

한편, 담보채권은 무담보채권과 다르게 조정 후 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 감면은 불가하다.

6-3. 상환유예

채무자가 소득감소,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금을 총 48개월 이상 납입하였

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에는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채무상환 유예 지원은 6개월 단위로 채무자의 상환여력 등을 심사하여 지원하되 유예기

간 중에는 조정 후 채무 잔액에 연 2.0%의 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한다. 단, 채무자가 재조정 

직전 원금을 상환한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유예기간의 이자율은 연 1.0%를 적용하고, 

채무자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재조정 직전 원금을 상환한 기간이 48개월 이상인 경

우 유예기간의 이자는 면제한다.

6-4. 채무감면

6-4-1. 채무감면기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20~7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자 또는 연체이자만으로 구성된 채권은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담보채권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채권원금과 이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보채권이 상각채권인 경우에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며,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원금은 최대 30~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채무감면은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채무를 정상적으로 완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

는 조건부 계약이므로 변제계획 미이행 등의 사유로 채무상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채

무감면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회취약계층 중 채무액이 15백만원 이하이고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90%, 기초수급자 ․ 중증장애인 1~3급 ․ 70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상각채권 원금의 최대 80%, 기타 사회취약계층은 상각채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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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채권금융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채권

금융회사의 상각채권 원금은 추가감면이 가능하다.

원금 감면이 가능한 “상각채권” 이라함은 금융기간이 장기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회

계 상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

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할 당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

나 매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대부업자 또는 파산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상각채권으로 간주한다.

채무자 별로 적용하는 채무감면은 채무원금과 가용소득으로 채무과중도를 산정하고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본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며, 가산감면율을 추가하여 상각채권 원금감면율

을 결정한다.

채무과중도는 채무원금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가용소득을 고려

하여 산정한다. 계산된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본감면율을 20~70%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연

체기간, 자영업 여부 등 변수를 고려한 가산감면율을 최대 10%p 내에서 추가하여 기준감면

율을 결정하되, 사회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의 상각채권 최대 감면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다.

미상각채권의 경우 원금감면은 불가하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미상각채권의 원

금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6-4-2. 경과이자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일부를 이행한 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신청부터 합의에 이르는 기간의 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며, 채무조정 합의부터 변

제계획 이행을 지체한 때까지의 이자는 위원회가 조정한 이자율(연 6.0% ~ 연 2.0%)을 적

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합의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 자체 관리기준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 절차 진행기간의 경과이자는 채무자와 약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징구한다.

6-4-3 감면순서 및 담보권 감면 제한

채무감면은 연체이자, 이자, 원금(상각채권의 경우)순으로 하며, 비용은 감면대상에서 제

외한다. 담보채권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채권원금과 이자는 감면하지 아

니한다. 다만, 담보채권이 상각채권인 경우에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하며, 유효담보가액

을 초과하는 채권원금은 무담보채무 감면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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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급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채무조정 신청이전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회사)

가 급여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 적립금액을 당해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권자인 채권금융

회사의 채권상환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채무조정 확정 시 채권금융

회사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및 추심권을 포기한다. 또한 보증

인의 급여채권에 가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는 경우 적립금액을 채무자의 채무 상환에 

충당하는 것에 보증인이 동의하면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확정 시 보증인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및 추심권을 포기

한다.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거나, 전부

명령 결정 또는 제 3채무자(회사)가 적립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이는 채무조정 확정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의 (가)압류 해

제 및 추심명령 해제 지원이 불가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가)압류 또는 추심권을 근거로 공

탁된 적립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전부명령의 경우 급여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토록 하

는 법원의 결정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전부명령 결정 이전에 (가)압류 또는 추심명

령 결정이 선행하는 경우 전부명령 결정이 무효이므로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6-6.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방안

’18. 2. 26일부터 한계차주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등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방안을 시

행하였다.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방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채무는 

일반 담보대출 채무조정 기준인 거치기간 최장 3년, 윈리금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으로 조

정 가능하다.

1)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

2)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3)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채무자가 상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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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주택에 개인사채권자 등 협약 미체결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담보주택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경매기일 이전에 경매신청자가 경

매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5)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채무자가 협약 제3조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재산평

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담보주택 처분 후 채무상환을 위해 담보권 실행유예와 담

보주택 매매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담보권 실행유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가 담보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

도록 채권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최장 1년 동안 채권금융회사의 담보주택에 대한 법원경매 신청을 유예하며, 유예기간은 

최초 6개월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내에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유예기간

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을 

연리로 적용하되,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채무감면은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하되,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최초 담보권 실행유예 후 추가로 담보권 실행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 등록을 전제로 지원가능하다.

담보권 실행유예 중 채무자가 담보주택을 개별매각한 경우, 최초 담보권 실행유예 종료 

후 채무자가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유예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취소요청을 한 경우, 협약 제25조제1항 각 호

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

담보권 실행유예 중 해당 담보대출을 완제 또는 일부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채무 일시

상환 또는 특정채무 우선변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담보권 실행유예 중 추가 담보권 실행

유예 미신청, 유예기간 중 이자 미납 등으로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채무조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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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담보주택 매매지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 중인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을 이용하여 담보권 실행유예 및 채무조정과 연계한 한계차주의 주택을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조기매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담보주택 매매지원은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위원회가 담보주택 매매지원 연계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담보주택 매매지원에 의해 담보주택이 매각된 경우 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

령한 매각대금을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권금융회사에 배분한다. 이 때, 배분 후 잔여채무

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 지원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는 기존의 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다.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하되, 담보채권이 상각채권인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채권은 전액 감면하고,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원금은 최대 20~70% 범위 내에서 감

면한다. 거치기간은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적용하며,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장 35년까지 연장하되, 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잔

여기간을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거치기간과 원리금분할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주택담

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인하하여 적용하되,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

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6-7.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19. 1. 17일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

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지원을 시행하였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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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당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

3)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채무자가 상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담보주택에 개인사채권자 등 협약 미체결 채권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담보주택에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3) 이미 담보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경매기일 이전에 경매신청자가 경

매취하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담보주택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부존재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5) 담보주택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경우

6)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제2항의 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

우

7)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8) 채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장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 상환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상환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은 연단위로 최장 3년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치기간과 원리금분할상환 기간의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적용하

되,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p를 더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거치기간 이자상환액은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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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될 평균 월세액을 감안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개인회생 변제계획

안에서 동 월세금액을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에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표 1-5> 추가생계비 인정
▹ 서울회생법원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이하 가구 2인 이하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서울시 381,105 648,910 844,613 1,030,016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용인, 
화성, 세종

293,340 499,471 650,105 792,812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안산, 
김포, 광주, 파주

175,308 298,498 388,521 473,807

기타 지역 129,575 220,629 287,168 350,205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
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동, 중구 영종동, 용유동, 서구 청라 1,2,3동, 남동구 논현동, 남촌동, 고잔동 제외), 의정
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정왕동, 검오동 제외)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토록 권고하고, 채무자는 채무조정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개

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회부 결정문 등을 지참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한다. 접

수시 무담보채권자 및 담보물건이 주택이 아닌 담보채권자에 대해서는 접수통지를 생략하

고 주택담보대출채권자에 한하여 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한다.

채무조정안 작성시 거치기간 중 이자상환액을 감안하여 변경될 변제계획안의 월납입 원

금에 접수시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을 반영한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또는 무담보채권자의 총변제예정액을 보장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때 변경

될 변제계획안에 따른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거나,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

정 전 무담보채권자의 총변제예정액보다 적은 경우 우선 최장 5년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연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의 생계비를 최저생계비

까지 조정하여 월납입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해진 무담보채무 변제기간에 맞

추어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35년 범위 내에서 원리금상환기간을 투입하여 채무조정을 

실행한다.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법원의 채무조정 회부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

리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 부동의 등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심사역은 

채무조정 심의담당부서에 기한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심의담당부서에서는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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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제계획의 이행 등

7-1. 변제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

야 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

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조정 후 채무액을 초과하여 변제 받았음

이 확인된 경우 초과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7-2. 변제금 지급방법

채무자는 위원회 명의의 ‘관리계좌’를 통하여 변제금을 채권금융회사에 지급하게 되며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2> 변제금 처리절차

채무자

채권기관신용회복위원회

관리은행

①

③

②

⑤④

⑥

⑦

① 채무자별 가상계좌 부여

② 가상계좌에 월변제액 입금

③ 입금내역 통보

④ 채무자별 상환내역 및 채권기관별 분배내역 작성

⑤ 채권금융회사별 이체의뢰

⑥ 자금이체

⑦ 채무자별 상환내역 업데이트(채권금융회사 업무시스템)

채무자가 변제금 납부를 CMS자동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한 거래은행에 

변제금을 입금하게 되고 지정된 변제일자에 위원회에서 해당 변제금을 출금해서 채권금융

회사에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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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채무자가 납부하는 변제금을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

배한다. 단, 담보대출, 보증인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 및 기타 분쟁(법적조치 포함)

이 발생된 대출인 경우 채무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금융회사의 채무를 개별 변제

할 수 있다. 개별 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하여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7-3. 재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 중 질병, 재난, 소득감소, 기타 긴급비용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

유가 발생하여 변제금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되게 되므로 채무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변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계속하여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재심의

를 요청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회신 절차를 통해 재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재조정 신청

은 채무자가 채무상환 지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7-4. 수정조정

특정 채권에 대해 채무자와 당해 채권금융회사가 확정된 채무조정안의 수정에 합의한 경

우 수정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조정안을 변경할 수 있다.

수정조정의 사유로는 채권신고 오류,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상환 중인 채무액의 변동, 누

락채무의 포함 또는 채무조정 포함채권의 제외, 급여(가)압류 조정 오류, 보증기관의 대지급 

발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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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차종료

8-1. 효력상실

8-1-1. 사 유

채무조정 확정 이후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

무조정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통지

한다. 

이 밖에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요청 등에 의해 심의위원회가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의결을 한 경우에도 효력상실 사유가 된다.

8-1-2. 효력상실 시 유효성 인정

채무자는 채무조정 확정 이후 변제금 납입지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이 된 시점(납입지체 기산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원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채

권금융회사는 이행기간 중 무담보채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정금리(연 6.0%~연 2.0%)로 계

산된 금액을 징구한다. 하지만 채무조정 효력상실 이후에는 각 채권금융회사의 자체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8-1-3. 효력상실 채무자 지원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채무조정 재신청

이 가능하다.(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

월이 경과하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재신청 가능) 단, 채무조정을 3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채무조정 변제계획의 총 변제금(유예이자 납입 제외) 상환횟수가 12회 이상이어야 한

다. 단, 채무조정 효력상실 사유가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경우에는 동 절차의 폐지 또

는 기각13) 사실이 확인되어야 채무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

13) 개인회생절차에서 기각은 신청서 제출 후 부적격 등의 사유가 발견되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 채무자가 신청권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음 ②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

나 허위로 작성함 ③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⑥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

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음 ⑦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적합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킴 등이 기각사유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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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된 채무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변제횟수 중 1회분을 납입

하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채무조정효력을 부활할 

수 있다. 

8-2. 성실이행자 우대 및 절차종료

8-2-1. 성실이행자 우대

변제계획대로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가 잔여채무액의 전부를 일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감면율(10~15%)을 차등 적용하여 추가로 감면14)할 수 있다. 단, 성

실납부자에 대한 추가감면은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기상환에 따른 잔여채무의 추가감면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잔여채무

의 15%,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잔여채무액의 13%,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잔여채무

액의 11%, 4년 이상인 경우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한다.

8-2-2. 특정채무 우선변제

채무조정안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는 채권금융회사에 균등하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

나, 채무의 특성, 채무자 상환부담 등을 고려하여 특정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 채무에 대하여 우선변제가 가능한 사유는 재산권 행사를 위한 담보대출인 경우, 

보증인부 대출인 경우,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채무 및 채무관련인 재산의 권리제한 해소, 

법적 분쟁 등 우선 변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채권금융회사는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접수통지를 받은 이후 임의변제를 통한 채권

회수는 불가하나, 채무조정 신청 전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미상계한 예․ 적금의 상계, 보험해

약금 및 법적 분쟁 해소 등의 사유로 채권금융회사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된다.

채무자가 위원회에 특정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보증인이 자신의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일시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인의 채

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야 한다.

8-2-3. 채무변제에 따른 절차 종료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면책되며, 채무자에 대한 면책은 

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

14) 단, 원리금분할상환방식 채무, 담보채무인 경우에는 추가감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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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유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류

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는 면책을 불허하는 의

결을 할 수 있다. 

한편, 협약은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를 완제한 채무자의 채무조정 재신청을 신청부적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규발생채무로 인하여 연체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3개

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하다. 

9. 신용정보관리

9-1. 위원회의 신용정보관리

9-1-1. 신용회복지원정보 제공

위원회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 신용정보관리규

약」에 따라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등록코드 : 

1101)를 등록한다. 그러나 “연체정보등”이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이 확정이 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정보등”을 해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공정보(등록코드 : 1101) 

등록을 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정보는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를 2년 이상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완제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제된다. 

9-1-2.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위원회는 채무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채무조정을 받았거나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도피, 은닉 또는 고의의 책임재산 감소행위를 한 

경우 금융질서문란자(신용회복사기 등록코드 : 0968)로 등록할 수 있다.

9-2. 채권금융회사의 신용정보관리

9-2-1. 연체정보 해제

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정보를 등록하면 기존의 “연

체정보등”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일괄해제되므로 채권금융회사는 

별도의 해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단, 채무조정 확정 이후 누락된 채무가 추가로 채무조

정에 포함된 경우 당해 채무로 인하여 등록된 연체정보는 그 정보를 등재한 금융기관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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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여야 한다.

9-2-2. 연체정보 등록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확정 이후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효력상실 통지를 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를 신규로 등록한다.

10. 기타 채무조정제도 

10-1. 군복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10-1-1.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채권금

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

는 군복무자 채무조정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10-1-2. 지원방법

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

환이 가능한 소득발생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을 유예할 수 있다.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고 유예기간 종

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10-2.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10-2-1. 신청대상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원)생과 신청일 현재 만 

30세에 이르지 아니한 미취업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0-2-2. 지원방법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4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 최장 4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상

환 유예할 수 있다. 채무감면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70%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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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명 칭 요 건

최대 90%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이고 채무원금이 15백만원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고 채무원금이 15백만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70세이상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최대 70%

5․18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

60세이상자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구속수감자 신청일 현재 구속수감 중이면서 잔여형기 2년 이상인 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조 대상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

여를 지원15) 받는 차상위 계층

노숙자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자

다자녀 부양자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 미성년인 자녀를 3명이상 부양하는 자

미성년자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사망자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

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매 6개월 단

위로 최장 2년까지 추가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0-3. 사회취약계층

10-3-1. 신청대상

위원회가 가계수지를 개선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여 지정한 계층으로서 연소득이 46

백만원 미만이며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표 1-6> 사회취약계층 목록표

15) ⅰ)「국민건강보험법」및 동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ⅱ)「장애인연금법」및 동 시행령

에 따른 장애인 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또는「장애인복지법」및 동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장애 수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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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명 칭 요 건

최대 70%

상이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실종자 실종자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

탈성매매여성 「성매매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탈성매매여성

이재민 「재해구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이재민

장기입원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 자(비연속 포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6급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말소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

을 재등록한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원회로 채무조정의 특례를 요청하는 자

10-3-2. 지원방법

원금채권의 경우 원금 채무액이 15벡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자

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하고, 일반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상각채권의 

최대 80%, 기타 사회취약계층은 상각채권의 최대 70%까지 감면 지원할 수 있다. 

상각하지 아니한 일반채권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원금 최대 

30%까지 감면하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분할상환은 최장 8년 이내로 하되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하며, 채무 분할변제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48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에 한하여 유예기간 1년 추가 지원 가능)까지 채무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면제한다. 

상자 ⅲ)「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ⅳ)「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 대상자 

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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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차상위계층

10-4-1. 신청대상

채무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로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0-4-2. 지원방법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20~70%까지 감면하여 최장 10년

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채무상환 유예는 매 6개월 단위로 2년(48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

무자에 한하여 유예기간 1년 추가 지원 가능)간 유예지원 할 수 있다.

10-5. 중소기업 취업청년

10-5-1. 신청대상

만 30세에 이르지 아니한 청년으로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10이하이면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0-5-2. 지원방법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에 한하여 최대 20~70%까지 감면하여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채무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채무상환 유예는 매 6개월 단위로 2년

(48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에 한하여 유예기간 1년 추가 지원 가능)간 유예지원 할 수 있다.

분할상환방식은 원금분할상환방식 또는 전체 상환기간 중 최초 2년 동안 무담보채무액의 

1/10을 상환한 후 나머지 기간에 잔여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체증분할상환으로 지원할 수 

있다

10-6. 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10-6-1. 개 요

연체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6-2. 지원대상

사전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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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개 이상 채권금융회사에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② 1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16)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

를 보유한 자. 다만, 최근 1년 이내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40백만원

(실수령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자(무연체자 제외)도 신청 가능

③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④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상환액이 연간 총소득액

(세전기준) 대비 30% 이상인 자

⑤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채무자

⑥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10-6-3. 지원내용

사전채무조정은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무담보 채권은 최장 10년까지, 담보채권은 최장 5년 이내 거치 후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잔존상환기간이 3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까지 연장

이 가능하다. 

조정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17)의 1/2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10.0%로 하고, 조정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경우에는 연 5.0%를, 약정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로 한다. 다만,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약정한 이자율의 65%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담보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거치기간 중 이자율에 대하여도 조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조정이자

율은 조정 후 채무액의 원금에 대하여 부과하며, 기타채무(신청 전 정상이자 및 비용 발생

분)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리하지 아니한다.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정하며, 원금 및 이자

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원리금 누적납입기간이 24개월을 경과하면 최초 조정이자율의 

20%를 인하하고, 원리금 누적납입기간이 48개월을 경과하면 최초조정이자율의 36%를 인

하한다.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변제계획에 따라 24개월 이상 이행한 경우 최초 조정후이자

율의 20%를 인하하고, 48개월 이행한 경우 최초 조정후이자율의 36%를 인하한다. 단, 변제

16) 채무불이행기간에 대해서는 단기연체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나이스신용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

(KCB)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으며, 2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연체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개별금융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 등 연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

17) 일시불 카드사용액 등 약정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카드업 평균이자율을 약정이자율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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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이자율 인하는 무담보채권에 한한다. 추가 인하하는 이자율은 

연 5.0%를 하한으로 하며, 약정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다. 

한편,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 중 

상환기간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에 의한 지원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한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 1회 변제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

고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변제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

지 않는다. 채무상환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연 2.0%를 적용한다.

10-6-4. 신용정보관리

신청 후 확정시까지 채권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 앞 연체정보 등록을 유보하며,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반려, 기각 및 실효되었거나, 합의서체결을 포기한 채

무자의 경우 채권금융회사는 반려, 기각, 합의서체결포기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10-7. 중소기업인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10-7-1. 개 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

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7-2. 지원대상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의 합계 금액이 30억원(원금기준) 이하인 대표로 한다. 비록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창업 및 취업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와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 이었던 중소기

업인이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0-7-3. 지원내용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채무감면,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한다.

채무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채권의 20~70% 범위 내

에서 감면한다. 또한, 조정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의 경우 소득발생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총 상환유예기간은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

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상환유예기간은 분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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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부리하지 않는다.

조정 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

년까지 원금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8.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지원

10-8-1. 개 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보유한 기술⋅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창업 자금을 병행하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지원은 재창업 아이템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

기업데이타 및 NICE평가정보의 사업성평가를 거쳐 폐업한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및 

주채무의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

여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그림1-3>과 같다.

<그림1-3> 재창업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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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지원대상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대상은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자･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로서 ②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이며, ③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 자 또는 설립 예정인 자이어야 한다.

10-8-3. 재창업 자금지원

① 재창업 업종이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② 재창업지원 신청 전에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

업종, 음식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

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억원 이내의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되,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로 한다.

10-8-4. 재창업 지원 융자제외 대상 업종 등

재창업 지원은 기술력 있는 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기술력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

므로 재창업 업종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공고하는 중소기

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계획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정한 업

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지급금 발생이 3년 이내인 경우도 재창업 자금지

원이 가능하며, 국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재창업 지원 확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유예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재창업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채무조정 지원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 지원여부를 직접 

심사하여 지원한다.

10-8-5. 지원절차

재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금지원기관 중 채무자

가 지정한 1개 기관이 채무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

당해고, 채무면탈, 사해행위 및 위장폐업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한

다. 또한 재창업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

단, 한국기업데이타 및 NICE평가정보 중 신청인이 희망하는 기관에 사업성평가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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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평가결과를 재창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창업 지원위원회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재창업 지원이 결정되고 채무조정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위원회는 재창업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재창업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하면 재창업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 받은 

채무자는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재창업자금지원기관과 대출(보증) 약정을 체결한다. 

재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대출금의 40%씩 지급보증을 한다. 

재창업 지원시 채무감면, 변제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채무감면은, 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채권은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채권의 20~70% 범위 내

에 감면할 수 있으며 재창업지원자가 군복무자, 대학생･미취업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에 해

당하는 경우 <표1-7>의 사회취약계층 감면율을 적용한다. 재창업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

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채권 중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과 재창업자금지원기관이 한국자산

관리공사 등으로 양도한 채권의 원금은 75%까지 감면할 수 있다.

상환유예는 조정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3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최장 5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본인의 연장신청에 따라 신설법

인의 사업성을 감안하여 재창업 지원위원회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창업 지원자의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후 채무액에 따른 상환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재창업 지원과 동시에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직전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금 납입이 전무하여도 

상환유예 신청 가능하다. 상환 유예기간은 분할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의 

이자는 부리하지 않는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후 채무

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8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8-6. 공공정보 관리

재창업지원자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등의 제한요소를 해소하여 재창업 성공을 보다 높이

기 위하여 재창업지원자(등록코드 1601)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관리하되 금융기관

에 공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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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Part 01_ 국내 채무자 구제제도

1. 개인회생

1-1. 개 요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회생법(’04. 3월 제정)」에 따라 ’04. 9.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이다.「개인채무자회생법」은「회사정리법」,「화의법」및「파산법」과 함께 

’06년 시행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또는 “법”)」에 흡수되

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

로 삼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

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조정대상 채무는 사채 등 채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총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

무 10억원) 이내의 채무이며, 채무자가 최장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

면 잔존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금지⋅중지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토록 할 수 있다.

1-2. 용어정의

1-2-1 파산재단, 개인회생재단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하고(법 제382조 제1항), 개인

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

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및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

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을 말한다(법 제580조 제1항). 이러한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원으로서 기능하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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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는 압류금지 생계비를 금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

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승합․화
물․특수자동차를 말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참조).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게 된다. 다만,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

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

재단에서 제외된다(법 제383조, 제580조 제3항).

< 참고 1-2 > 압류금지 물건(「민사집행법」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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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금 18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

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제7조는 압류금지 예금 등을 금 18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법 제195조제

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전을 뺀 금액으로 함

1.「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 연

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

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연금법」상 수급권,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 「선

원법」상 실업수당, 퇴직금, 송환비용, 송환수당, 유기 구제비용 또는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 「어선원 및 어

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급

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과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

4.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가불금청구권, 정부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6.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

8.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참고 1-3 > 압류금지 채권(「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 참고 1-4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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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등의담보

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파

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즉, 파산에서의 배당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법 제412조). 이러한 파산절차상의 별제권 규정들(법 제411조부터 제

415조까지)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되므로(법 제586조), 결국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별제권이

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

으며,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에서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담보

권실행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

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되어(법 제60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임시적으로 경매

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별제권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담보권실행 경매

를 속행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별제권자와 개별적으로 분할 변제 등을 합의

하여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이상 담보권실행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어 사실상 개인회

생을 신청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하 예

정부족액이라고 함)에 관하여만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법 

제586조, 제413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예정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별제권

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안에서는, 별제권자의 예정부

족액은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분류하고 별제권자에 대한 안분액을 유보하되, 이후 임의경매,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예정부족액이 확정된 경우 유보된 안분액을 별제권자에게 일정한 기

준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2-3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

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채권(법 제

583조)을 말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채권,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으로 표현된

다(다만, 구체적인 채권의 범위는 절차마다 다르다). 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① 회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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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보수18) 및 비용의 청구권,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

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위 조세, 지방세 등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③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

금, ④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반환청구권, 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⑥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법 제583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법 제583

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변제계획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이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의미는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으로 별제권은 특

정 담보재산에서 변제받고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재산에 변제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

인회생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

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의 변제

예정액표에 변제할 채권으로는 기재하지 않고, 변제계획안 “3.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

제” 란에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와 같이 법에 따른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2-4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법 제581조 제1항)으로서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개인회생

채권은 다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으

로 분류되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한다. 

개인회생채권의 요건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뿐만 

18) 법원사무관등(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회생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함{개인회생

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이하 “지침”)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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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한부 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 장래의 구상

권도 관계없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따라

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만 지는 담보물권 자

체는 개인회생채권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

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 인도 청구권, 이혼청구권이나 

피부양청구권 등과 같은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

이 아니다. 

기한미도래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며, 금

전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 인도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평가액으로 개인회

생채권에 포함한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외환시세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하며, 수익분배권 등 채권액이 불확정한 채권은 평가액을 개인회생채

권액으로 한다.  

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고,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에는「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환경개선부담금,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국

유재산대부료 등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수순위가 일

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

는 없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이 적

용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달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의 변제

예정액표에서 이를 변제할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우선권 있는 개인

회생채권을 모두 완제한 이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변제예정액

표를 작성한다. 다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일반 개인회

생채권자들의 이익을 심하게 해하게 되므로, 법원마다 내부기준으로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회생 총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은 18개월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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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변제에 있어서 열후한 지위를 갖는 개인

회생채권으로서, 구체적으로는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이자,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④ 벌금, 과

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⑤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로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이자, ⑥ 기

한이 불확정한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

의 차액, ⑦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시부터 각 정기금의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중간 이자의 합계액, ⑧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하기로 정한 채권이 있다(법 제581조 제2

항, 제446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

채권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 동 채권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하나, 

실무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전액 변제되는 변제계획이 드물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

권을 변제의 대상으로 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 일반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제외한 개

인회생채권을 의미하며, 신용카드대금채무, 대출금채무, 보증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별제권이나 개인회생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 없고 일반 개인회생

채권만 있는 경우 법원은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이양식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대부분의 사안은 이러한 양식을 사용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1-2-5 상계권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

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법 제416조). 이 상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준용

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87조). 상계권 행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

다. 단, ① 상계권 대상인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하

므로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

는 경우 상계가 금지되며, 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

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계권이 금지될 수 있다(법 제422조, 제587조). 



Chapter 03 |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55

보험 약관대출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

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그 경제적 실질이 보험회

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19), 보험 약관대

출금와 해약환급금을 정산하는 것은 상계가 아닌 공제이고, 실무적으로 채권자목록에 보험

회사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해약환급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산목

록에 기재하여 청산가치로 산정하지만, 압류금지채권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서 제외된다. 

1-3. 신청

1-3-1. 관할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본원, 이하 동일)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조). 따

라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채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

억 원 이하)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

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동부

지방법원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의 5개 지방법원이 있으며, 이들 5개의 법원은 모두 본원에 

해당하고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채무자는 위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 또는 파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

등록상 주소지에는 채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19)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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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할구역
서울20) 서울특별시

의정부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인천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양평군

춘천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강릉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대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서산시,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청양군, 부여군, 태안군

청주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
대구광역시 · 달성군, 영천시, 경산시, 안동시, 영주시, 경주시,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청도군,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울릉군,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 부산광역시 · 기장군

울산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
창원시, 김해시,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 진주시, 사천시, 함안군, 의령군, 고성군,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광주
광주광역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
전주시,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순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 참고 1-5 > 지역별 관할법원

20) 서울회생법원.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만 개원하였으므로 서울 이외의 나머지 지역은 각 지방법원 본

원이 관할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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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그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21)

1-3-2. 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다. 신청이

유에는 채무자의 소득원에 따라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구분(급여소득자이면서 영

업소득자인 경우 둘 다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며,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 납입개시일과 매

월 변제일로 기재한다. 다만, 급여가압류 또는 압류로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시작일

이 변제계획인가 후로 지정될 수 있다. 

신청서 이외에도 법률상 요구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과 기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

편 개인회생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과입금된 적립금, 면책시의 잉

여금이나 변제계획 불인가 또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로 인하여 반환될 적립금 등을 반환받

을 경우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반환받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숫자만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변제계획안 부본을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제출하여야 한다(규

칙 85조 1,2항)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은 최초 각 서류들의 부본 1부만을 제출받고 회생위원

이 검토를 마친 후 채무자로부터 규칙에 정해진 숫자만큼 부본을 제출받고 있다. 회생위원

이 검토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제출받은 서류를 폐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참고 1-6> 신청서류

21) 그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 ①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 여

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②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③ 소득세⋅주민

세⋅건강보험료 등 금액에 관한 자료, ④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⑤ 영업

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⑥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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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청 대상

1-4-1. 개 요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채무의 발생원인22)에는 제

한이 없으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등 파산원인이 

있는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하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

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다.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

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장래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지에 대한 주된 판단기준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정기적인 수입이 

유지될 수 있느냐이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이후 최종 인가결정 시까지 약 6~8개월이 소요

되고 있으므로 신청이후 인가 시까지 가용소득을 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

한 수입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1-4-2.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23)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 한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 노래방 

도우미, 술집 접대부, 무허가 노점상 등과 같이 그 소득이 불법적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라 인정할 수 없다. 

근로소득자 중 정년이 임박한 채무자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처한 개별적 사항을 고려하여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

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⑧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⑨ 채무자가 법

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2)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파산제도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함. 개인회생제도에서는 

①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②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도

록 규정함

23) 수입의 의미는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

성이 있다면 계속적 수입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이나 

연금보험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일정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도 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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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에도 퇴직연금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신청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영업용 택시기사는 회사에서 정한 사납금을 납입한 후의 수입을 근로자의 수입으로 인정

받는 직업으로, 사납금을 납부한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와 사납금 납입 후의 수입을 

합산한 금액이 급여가 된다. 

1-4-3.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한편 가족구성원 특히 배우자와 함께 영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배우자는 계

속적 소득이 없는 자로 보아서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영업형태 등에 비

추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영업을 영위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업소득자로 인정할 

수도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있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상 임대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결국 계속적 임대료 수입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변제계획안의 수립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1-5. 지원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채권이의를 위한 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 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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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인회생 절차도

신 청 →
기각사유

기 각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 부터 1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자이의

이의 시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 없으면 개인회생채권 확정)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
불인가

폐 지

↓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미수행

폐 지

(연체정보 재등록)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개인회생절차는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부채액에 한도가 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

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를 한도로 한

다. 따라서 담보부 또는 무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위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

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채무액 한도기준의 적용시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개시결정시를 기

준으로 하면 채무액 한도 범위를 충족하였지만, 개시결정 이후 지연배상금의 증가로 변제

계획 인가시 신청기준 채무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후순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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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

권으로 인정되지만, 동 채권은 채무액 한도기준을 판단하는 채무액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

는다.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도박, 사치 낭비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개인회생절차 기각(법 제595조) 사유는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 담보채권이 10억 원

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24) 등), ② 법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

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

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예컨대,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⑦ 기타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법 제

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변제계획안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수정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안에 변제계획

안을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서류검토, 채무자와의 면담, 보정권고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

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부터 1월 이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

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596조 제1항). 또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

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 전 채무자 재산에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을 받은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법 제594조). 보전처분, 중

지⋅금지명령 등은 개시신청취하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모두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중지된 절

차는 다시 진행한다. 그리고 일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폐지신청을 

24) 채무자가 배우자의 영세사업장에서 보조자적인 위치에서 소득이 있다고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위 사

유를 적용하여 기각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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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취하를 하거나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개

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

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법 제592조). 또한 법

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

청에 의하거나(실무상 채무자가 신청)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

지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

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는 제외), 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593조). 따라서 채무자의 소유부동산이 개인회

생 신청 이전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명령으로 경매절차는 중단되나 개인회

생인가결정 이후에는 중단되었던 경매절차가 속행된다. 변제계획안 인가 시 개인회생채권

은 다른 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으며,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변제 받게 되고 잔

여 채무액은 면책된다. 그러나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통해 채권

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

이 있으며(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개인회생재단의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개시결

정에 의하여 중지된 가압류 등의 효력은 상실되고,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속행할 수 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

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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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한다.

채권자집회 등 절차를 이행한 이후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변제계획인가 전에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가 납부한 임치금은 기 신고 된 채무자 명의 금융기관 계

좌로 송금하고 인가결정이 되면 회생위원은 임치하고 있던 가용소득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다. 

1-6. 인가결정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변제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

권자로부터 이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가 여부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실행가능하

며 절차에 필요한 납입금이 모두 납부되는 경우 변제계획을 인가하며, 채권자의 이의가 있

더라도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파산에 의한 배당보다 많고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된 

경우라면 변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

1-6-1. 인가결정 요건

변제계획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다

(법 제614조 제1항).

①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할 것

③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④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

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다만, 채

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요건 보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제기되거나 개인회생위

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법 제614조 제2항).

①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②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

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

③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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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5/100을 곱한 금

액, ⅱ)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3/100을 곱한 금액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일 것(최저

변제액 제공원칙)

다만, 채무자가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하여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면제결정 된 금액은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해당 받을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므로, 개인회생채권

에 대한 총변제액이 면제결정 된 금액을 공제한 청산가치를 초과하면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1-7.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

1-7-1. 가용소득

가용소득25)의 산정은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근 3개

월간 평균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

정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 사실을 기준으로 하나,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라도 채무독촉을 피해 실질적으로는 피부양자와 동거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다른 곳에 

주소를 옮겨 놓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직계존비속과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미성년자)이거나 만 60세 이상(일용노동 가용연한 기준)

이어야 한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연령제한에서 제외한다. 배우

자의 경우 만 60세 미만의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출산, 노동능

력 상실 등),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을 소명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변제

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만 변제계획 

인가요건이 충족되는데, 이를 “가용소득 전부제공의 원칙”이라 한다. 즉, 가용소득을 일부

만 투입하고 그에 상당한 액수만큼의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투입함으로써 보

충하는 방식의 변제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용소득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25)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

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금액에서 ① 소득세⋅주민세 등 일정한 제세공과금과 ② 채무자가 영업

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③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

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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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만 투입되어야 하며,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별제권으로 담

보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의 변제에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제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은 담보목적물을 처분 또는 경매실행하여 당해 채권을 변제할 것이 예정되

어 있기 때문이다. 

장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장래에 소득 증가

가 확실하지 아니하며, 물가인상에 따른 생계비 증가율도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는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7-2. 동거가족 중 수입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

① 동거가족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은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부양 기준과 관련하여,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예컨대 배우자)의 수입 합계액

이 ⅰ)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 이상 130% 이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부양자(예컨대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원의 1/2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ⅱ)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 미만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가족구성원 전부

를 채무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ⅲ)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130%를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피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구로 판단한다.

위와 같이 산정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26)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생계비를 산정한다.

<참고 1-7> 2019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1-7-3. 생계비 증감

위와 같이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는데(지침 제7조 제2항), 감액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러

한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소명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2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한 기준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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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어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게 되는데, ① 개인회생신청서 법원양식 중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1. 

생계비 지출내역과 2. 생계비 추가지출에 관한 보충기재사항을 기재(보통 별지로 기재함)하

고, ② 특별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생계비를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은 채무자의 개별적인 사정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

로 ①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중에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

우, ②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③ 자녀가 중·고등학생으로서 상당한 교육비가 지출되는 경

우, ④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상당한 월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실하거나 이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회생위원은 생계비를 감액하여 다시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생계비를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1-8. 청산가치 보장원칙

1-8-1. 의 의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

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안하여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채권자에게 변

제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는 달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유지시키고 채권자들의 개별적 강제집행을 금지(중지)시

켜 채무자를 갱생시키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채

권자들에게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채권확보)를 부여해야만 제도적 정당성

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변제계획안 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 준수여부는 구체적으로, 변제계획을 통해 변제할 총 가용소득이 채무

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한 재산 합계액을 상회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러

나 개인회생제도는 매월 일정한 가용소득으로 통상 3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므

로 명목상의 총 가용소득을 청산가치와 단순 비교할 경우 채권자가 변제기한을 유예해 주

어 발생하는 손해(즉 중간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액)를 감안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

다. 따라서 위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 가용소득을 변제

계획인가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청산가치와 비교하여야 한다.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즉, 중간이자 공제 방법)으로 Hoffmann식 산정 방법(단리

할인법)과 Leibnitz식 산정 방법(복리할인법) 등이 있는데, 법원 실무는 공제되는 중간이자

액을 많이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평가할 있는 Leibnitz식 산정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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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구체적 계산방법에 있어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 통상 3개월은 변제를 개시하여 변제

금이 개인회생위원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변제계획인가일 이후 최초 변제일에 한꺼번

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되므로 3개월 치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잔여 

변제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총가용소득의 현재가치를 산정한다. 다만, 급여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등으로 압류적립금이 있어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일에 속한 달에 최초의 변제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전체에 대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다.

<참고 1-8> 청산가치 보장원칙 준수여부

예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3,000만원이고 가용소득은 100만원이며 변제기간은 36개월인 경우, 채무자는 

청산가치를 보장원칙을 준수하였는가?

해설)

1. 급여압류가 없는 경우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는 금 33,771,900원 [ 100만원 × { 3 ＋ (30.7719(33개월의 라이프니쯔 계수)}]이며 

이는 청산가치 3,000만원을 상회하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2. 급여압류 등이 있는 경우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는 금 33,365,700원 { 100만원 × 33.3657(36개월의 라이프니쯔 계수)이며 이는 청

산가치 3,000만원을 상회하므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1-8-2. 보유재산의 청산가치 범위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상당하여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안에 의한 총 변제금 보다 클 경

우 가용소득을 변경(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도 총 변제금액이 청산

가치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을 처분27)하여 초과금액을 변제해야 한다. 

1-8-3. 퇴직금의 청산가치 범위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예상퇴직금도 채무자의 재산범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선 채권자의 압류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예상퇴직금의 1/2은「민사집행법」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압류

금지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청산가치에서도 공제할 수 있

다.

27)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재산을 처분하여 그 차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

로 법원은 실무상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변제기한을 주어서 동 기간 내에 변제하도

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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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인, 교직원의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급여소득자와 달리 퇴직금 전액을 변제 제

외재산으로 인정받아 신청서의 재산목록에 퇴직급여 전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기재하여 청

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9.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

변제계획은 가용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는

데 개인회생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우선변제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

순위 변제 원칙을 포함한 개념이다.

1-9-1.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우선변제의 원칙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법 제583조 제2항, 제

475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법 제583조 제2항, 제476조), 변제계획에는 개인

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인

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개시 기간을 개인회생재단채권(체불된 임금채권 등) 전액 변제 이

후 진행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1-9-2.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 원칙

일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액 전액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국세, 지방세, 기타 국세징수법 또는 동법 적용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건강보험료 등)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다.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

권을 우선 변제 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게 되므로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는 가용소득

을 통한 변제금이 감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각 법원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정 횟

수 이내에서 우선 변제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용소득이 부족하여 우선권 있는 개

인회생채권의 전액을 각 법원이 정하는 일정 횟수 이내에 변제 충당이 불가할 경우 소득부

족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국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기 

부과된 세금이며, 개시결정 이후 부과되는 세금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아니며, 가

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개인회생채권도 아니므로 개시결정 이후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이는 비면책채권으로 별도로 수시 변제하여야 한다.

1-9-3.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후순위 변제원칙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전부 변제를 받지 못하는 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일부라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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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하는 것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을 가용소득으

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거의 없다.

1-10.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가)압류, 공탁금의 처리

1-10-1. 개인회생 신청 시까지 급여(가)압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접수하면서 법 제593조에서 규정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가)압류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서류접수 후 개시결정28)

이 있게 되면 강제집행 및 추심절차가 중지(금지)되므로 별도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

1-10-2. 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에 (가)압류절차가 진행된 경우

급여의 (가)압류 효력은 변제계획안 인가시점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므로 동 시점까지 급

여의 적립은 계속되며 인가시점에서 일시에 변제금에 투입하여 당초 변제계획안에 의한 월

변제금이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 변제계획안 인가 후 제3채무자가 적립하는 급여는 (가)압

류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적립된 금액이므로 채무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10-3. 압류적립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급여담당자가 압류의 경합 등으로 압류적립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조기에 투입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11. 변제기간의 산정

1-11-1. 원칙적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

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법 제611조 제5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청산가치보장원칙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

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침 제8조 제2항).

1-11-2. 변제개시일

법은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도록 규정(법 제611조 제4항)하고 

28) 일반적으로 서류접수 후 1개월 이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보정절차 등으로 약 3~4개월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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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는 변제개시일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침은 변제계획

안의 수행가능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위 지침에 따라 변제개시일을 정하도

록 하고 있다. 변제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일반원칙(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다음날이 

변제일이 된다.

다만, 급여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만으로 압류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 변제

를 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지침과 달리,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의 변제일”부터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12. 최저변제액 제도

1-12-1. 의의

채무자회생법은 최저변제액 제도를 신설(법 614조 제2항 제3호)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①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의 5%, ②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 금액에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

으로 변제할 것을 변제계획 인가요건(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저변제액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구「개인채무자회생법」이 변제액의 최저한도를 정하

지 않은 관계로 이론상으로는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1%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도 이

를 인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 파산절차와 경계를 흐리고, 도산절차 경제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최소한의 변제 한도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운용

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채권 원금에 대한 변제비율이 10%를 하회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현재도 개인회생위원에 의하여 위 최저변제액을 약간 상회하는 내용

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위 제도 신설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

1-12-2. 최저변제액 산정의 기준 채권액 및 산정기준일

법은 이에 대하여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

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등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포함한 개인회생채

권액 원금 및 이자가 기준 채권액이 되며,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

채권이나 근저당권부 채권 등 별제권부 채권은 기준 채권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별제



Chapter 03 |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71

권부 채권자의 경우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에 대

해서는 별제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준 채권액에 산

입될 수 있다(법 제586조, 제413조).

산정 기준일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이나 채무자로서는 신청 당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개

인회생채권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변제액에 하회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1-12-3. 최저변제액 만족을 위한 가용소득의 증액 또는 변제기간의 연장

채무자가 가용소득에 따른 변제계획을 작성할 경우 총 변제액의 합계가 개인회생채권 원

리금을 기준 채권액으로 한 최저변제액을 하회하는 경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가용소득

을 증액시키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변제액 자체가 다액이 아니므로 

실무상 가용소득의 증액 또는 변제기간의 연장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

인회생채권 원리금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인 채무자의 경우 최저변제액은 금 550만원(1억 

5,000만원 × 3% + 100만원)으로서, 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가용소

득은 금 91,666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안은 이러한 가용소득 이상으로 개인회생

을 신청하므로 최저변제액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안이 있는 경우 매월의 가용소득을 증액하거나 변제기간을 수 회 연장하여 변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1-13.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처리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

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법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

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변제예정액표 작성에 있어서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만을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하는 방식(수 개월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 변제기간은 일

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안분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한다. 이러한 경우 변제

예정액표는 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의 표, ②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을 중복하여 변제하는 달의 표, ③ 일반의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는 표, ④ 총변제예정액 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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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

1-14-1. 배우자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도산법제에 있어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이 보유하거나 기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재산도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특히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의 전적인 기여로 취득한 것이

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의 1/2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며 그

에 따라 재산목록에 보증금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기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배

우자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론적으로는,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으

로 평가하여 이를 청산가치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한 이상 이는 파산재단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파산재단을 구성하면서도 면제재산의 대상에는 해당할 수 없다는 관념은 이를 생

각할 수 없으므로 타인 명의 재산도 면제재산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몫의 주

택임대차보증금을 감안하면 면제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증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면제재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14-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의 범위

면제재산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일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 소유 재산 중에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현금화하여 생계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한

다. 따라서 ① 즉시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계속적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영업자의 영업용 재산, 상가임대차보증금 등), ③ 압

류금지재산이나 주택임대차보증금 등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압류금지채권인 급여소득자의 퇴직금 1/2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1/2도 면

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에 대하여도 생계비로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위 재산범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

단된다. 법원은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도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대로 면제재산결정을 하

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 재량으로 면제재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4-3.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가용소득의 변경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가 일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할 것

으로 가정할 경우, 변제기간 동안의 총 변제예정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다.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가용소득을 증액시키는 방법, ② 추가적으로 보유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에 제공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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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 가용소득의 증액

변제기간을 5년으로 산정한 경우에도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용소득을 

늘리는 방법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

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용소득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청산가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생계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나.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상당하여 변제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용소득을 증액하여도 청산가

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가용소득을 증액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 채무자의 재산을 가용소

득과 함께 변제에 제공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 양식을 따로 마련하였다). 재

산처분을 통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에 처분하여야 하는

지 문제되는데, ① 처분대상 재산은,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야 하므로 일정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②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처분을 통해 변제에 투입할 금액은 “청산가치”에서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를 공

제한 금액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재산을 처분하여 그 차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실무상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변제기한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변제하도록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

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용소득을 통한 변제와 마찬가지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

예정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

제가 발생하므로, 서울회생법원은 일률적으로 “청산가치와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의 차

액”에 ① 변제기한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30%, ② 변제기한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150%를 곱한 금액을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투입예정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가치 보

장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29).

1-15.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

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

차개시결정문을 송달하면서 회생위원의 은행 계좌번호를 고지하고 동 계좌에 변제금을 송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회생․파산실무 2014. 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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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하도록 한다.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중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을 게을리 하게 되면, 이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그러면 변제계획을 어느 정도 수행하지 못한 경우 폐지가 될 수 있

는지 문제 되는데, 개인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개월 이상 변제계획의 수행을 지체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1-16. 개인회생의 신용정보관리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시 그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인가결정사실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연체정보등을 해제하고 공공정보인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자(등록코드 1301)’를 등록한다. 공공정보는 변제계

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등록사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제된다. 

1-17. 개인회생 폐지

개인회생절차 폐지는 그 절차를 종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 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사유는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신

청 전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그러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개시결

정이 내려졌다가 뒤늦게 그러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 ②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

할 수 없는 경우, ③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

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

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이다(법 제620조).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는 변제계획 이행단계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인가 후 폐지 요건은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변제금을 지체하는 등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30), ③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

하지 아니한 때이다(법 제621조 제1항).

30)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

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때

를 제외함(법 제6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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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6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

사할 수 있고 변제수령도 가능하다.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효력은 중지, 금지되었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속행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기인한 개인회생채권

의 변제 청구가 가능해 진다.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기간 중 변제한 채무는 소멸되는데 원

금,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권 충당 순서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에 

규정된 법정충당 순서에 따를 것이다.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효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취소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실효와 채무자 급여에 대

한 전부명령의 효력 상실 효과는 원상복귀 되지 않는다.

1-18. 면책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

생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채무자가 변제한 금

액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받을 금액 보다 많이 변제하였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한 경

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변제계획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원은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면책결정은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면책불허가 결정은 

공고를 하지 않고 송달만 실시한다.

면책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채무 소멸과는 다르다. 면책은 채무가 없

어지지는 않지만 채무 상환 독촉, 법적조치 등 채권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

정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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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2-1. 개 요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의해 파산

신청을 하는 제도로써 ’62년「파산법」을 제정하였으며 ’05. 3. 31일「파산법」,「회사정리

법」,「화의법」,「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로 통합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로 통합되었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

자의 재산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여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환가 배

당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사기, 도박 등 파산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파산절차상의 의무이

행을 해태한 경우, 과거 7년 이내에 면책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있으며, 파산신청 후 면책

판결까지는 평균 6~12개월이 소요된다.

면책판결 시 파산자는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어짐과 동시에 파산선고에 따른 권

리 및 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소멸되고 원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다만, 면책

의 효력은 재단채권, 환취권, 별제권,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청구권과 조세, 벌금,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임금, 퇴직금채권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다. 그리고 신용정보 상에는 5년 동안 파산기록이 남게 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장래의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구성하고 환가하여 변제재원으로 활용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액 총액이 15억원(무담보채권 

5억원, 담보부채권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

액 한도의 제한이 없다.

파산절차는 채권자들에게는 공평한 만족을 제공하고 채무자에게는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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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요 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

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

며, 단순히 채무가 보유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급불능

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의 수입, 채무

의 액수, 연령, 장애유무,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

무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한편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

고 평가될 경우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에게 연금 등 생계비를 초과하는 장래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이용을 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평가되

어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법 309조 제2항). 

2-3. 신청방법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서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는데 반하여 면책신

청은 개인인 채무자만이 할 수 있다.

2-3-1. 신청권자

파산절차는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가 신청하

는 경우가 많으나 채권자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2-3-2. 관할법원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

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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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재판적,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지역31)은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한다(법 제3조 제1항)

대표적인 관할로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하므로 결국 파산신청 관

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이 된다.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지

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

으나 각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

미하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은 여러 가지 사유로 달라질 수 있고 이러

한 경우 법적으로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 즉,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실제 생활하는 것으

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아 그 장소의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

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조 

제3항 제3호).

파산 및 면책사건의 관할은 전속관할로서 법원 조사 결과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

은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다(법 제4조).

2-4. 신청서류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그 외에 진술서, 채권자목록 및 채권

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5. 신청비용 및 관재인 선임비용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건은 파산사건 및 면책사건이라

는 별개의 두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신청의 경우에도 실제 절차비용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

건 별로 구분하여 납부한 후 각 절차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를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31) 현재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만 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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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붙인다. 송달료 납부

서 2부를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한다. 채권자가 채무자

의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3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법원이 신청서와 파산선고 요건을 검토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을 예납하도록 예납명령을 한다. 현재 법원은 반드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에서 정한 예납금액 기준대로 예납명령을 하

지는 않는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

무소,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

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

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의 명령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현재 법원 홈

페이지 법원 공고란을 활용하여 게시하고 있어서 공고비용은 필요 없다.

<참고 1-9> 파산 및 면책신청 비용 및 예납금액

 * 파산

 ∙ 인지대 : 1,000원

 ∙ 파산송달료 :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4)

 * 면책

 ∙ 인지대 : 1,000원

 ∙ 면책송달료 :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3)

 * 예규 제2조의4 예납기준, 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

 ∙ 부채총액 1억원 미만  : 150만원             ∙ 부채총액 1억원 ~ 3억원 미만  : 200만원

 ∙ 부채총액 3억원 ~ 5억원 미만  : 250만원    ∙ 부채총액 5억원 이상  : 300만원  

2-6. 신청절차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

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여 면책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을 선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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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

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

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

기도 한다.

채무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심문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출석할 기회를 

주고,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 신청이 불성실한 때 또는 파산 원

인 소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

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부분의 사건에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해서 면책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6-1. 환가 분배할 재산이 없는 경우

① 파산(면책)신청 → ② 심리 → ③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 ④ 면

책심리 → ⑤ 면책결정 및 복권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

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

지 못하므로,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심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실무상 동시폐

지 결정이라고 한다. 다만, 현재 법원 실무는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한 시간이 소요되어 급증하는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원칙적으로 

동시폐지를 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다.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에 대한 조사 결과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채권조사, 파산재단의 환가⋅배당 등의 절차를 마친 후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이와 달리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와 구분하여 이시폐지 결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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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환가 분배할 재산이 있는 경우

① 파산(면책)신청 → ② 심리 → ③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 → ④ 채권자집회(파산

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 ⑤ 환가 → ⑥ 배당 → ⑦ 파산종결결정 → ⑧ 면책심리 → 

⑨ 면책결정 및 복권

파산신청은 종국에 면책을 받기위한 것으로 파산결정 후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 퇴직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공무원, 교사, 변호사, 세무사 등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6-3. 파산재단의 환가 

개인회생절차 상 개인회생재단의 처분권은 채무자가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파산절

차 상의 파산재단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담당한다. 단, 중요한 재산의 환가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서비

스권 및 저작권의 임의매각, 영업의 양도, 상품의 일괄매각, 동산의 임의매각, 채권 및 유가

증권의 양도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부동산의 환가 방법은「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함이 원칙이나, 법원의 허가

를 얻어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임의매각을 이용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고, 비용 및 시간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파산재단의 극대화를 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가 많다. 별제권, 임차인 등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들과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진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보유한 매출대금 및 대여금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임의변제를 청구

하거나 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하여 환가하도록 한다.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파산관재

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므로 파산관재인

은 건물의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물

색하여 채무자와 새로운 임차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환가하고 있다. 채무자가 보험을 가

입하고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약환급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단, 파산재단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신속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그 재단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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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개인파산 절차도

파산 면책 신청

↓
서면심사 → 이송, 각하, 기각

↓
보전명령

채무자심문

↓
예납명령 → 미납시 기각

↓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
파산관재인 재산관리

↓
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면책심문)

↓
파산절차폐지 → 재산 환가, 배당 종결

↓
면책, 면책 불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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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청대상과 채무한도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이

면 신청 가능하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채무발생원인을 불문하고, 개인회생과 

같이 채무액에 제한이 없으며 연체정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2-8. 면제재산

개인파산의 경우 청산절차가 종결되어도 채무자는 사회경제의 구성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최소한 생계유지에 필요한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

는다면 면책제도의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갱생의 보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법

원은 재산의 평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주거

용 임대차보증금이나 가재도구, 업무용 소형 자동차 등 이를 파산재단에 산입하지 않도록 

허가할 수 있다. 

2-8-1. 의의

채무자회생법은 위와 같은 실무운용을 반영하여 면제재산제도를 신설(법 제383조 제2항)

하였는데,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①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

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주택가격의 1/2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는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3,40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정

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700만원까지}과 ②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금 1,110만원까지)을 파산재

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16조).

2-8-2. 절차

채무자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그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

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법 제383조 제3항), 법원은 파산

선고 전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법 제

383조 제4항), 면제재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

서를 송달한다(법 제383 제5항).

채무자회생법은 위에서 제시한 면제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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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규정(법 제383 제2항)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

할 특정 재산 모두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면제재산의 규정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두 재산 모두가 면제재산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대 4,810만원의 범위까지 면제재산결정을 받을 수 있다32).

또한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에 위 면제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강

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염려가 있거나 이미 이를 실행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위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법 제383조 제8항),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면제재산

신청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하여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다. 

2-8-3. 효과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재산결정을 한 경우, 해당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파산

재단에서 면제되어 청산절차에서 환가․배당할 재산을 구성하지 않고 면제재산의 관리․처분

권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유보된다. 또한 면제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선고가 확정

된 날 이후 1개월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금지되고(법 제383

조 제10항), 법원이 파산선고 전의 면제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

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명령을 한 경우 면제결정의 확정으로 위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383조 제9

항).

이에 따라 법원은, 면제재산을 제외한 파산재단의 평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을 초과할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평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에 미달할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심리를 진행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구 파산법에서

도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무상 파산재단에서 이를 면제하여 파산을 선고하

였으므로 현재의 실무 운용 역시 별도의 면제재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사실상 이

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있다. 

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 박영사(2006). P.65. 단,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정하므로 실무상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의 

면제재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Chapter 03 |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85

<참고 1-10> 면제재산의 범위 비교

ㅇ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 서울특별시 이외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

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세종특별

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400만원

  - 광역시(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ㅇ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1,110만원

  - 185만원 x 6개월

<참고 1-11> 면제재산 결정의 효력

ㅇ 개인회생 면제재산의 결정은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어 청산가치 계산 시 면제재산 만큼 차감되므로 경우

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미침

ㅇ 또한 면제재산은 개인회생채권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있음

※ 서울회생법원은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어도 면제재산으로 인정 

2-9. 파산선고 효과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과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 신원조

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

두 소멸하게 된다.

2-9-1. 공법상 자격제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법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

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2호), 사립학교교원(사립학교법 제57조), 변호사(변 5ⅵ), 공증인

(공증인법 제13조 제2호), 법무사(법무사법 제6조 제2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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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변리사(변리사법 제4조 제4호),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3호),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세무사(세무사법 제4조 제3호), 행정

사(행정사법 제6조 제2호), 학원설립⋅운영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33)(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각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이후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또는 자격⋅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의 경우 과거 의료법 및 약사법은 파산선고사실을 결

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07. 4. 11일 각 법률을 개정하여 이를 삭제하여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사

무직원, 법무사 사무원, 사법시험 응시자의 경우에도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사실을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여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2-9-2. 사법상 자격제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는 사법상 후견인(민법 제937조 제3호), 유언집행

자(민법 제1098조), 수탁자(신탁법 제11조)가 될 수 없다. 다만, 민사상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는다. 일반 민사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인 경우 파산을 선고받으면 퇴사 원인이 되고(상법 제218조 제5호, 

제269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민법 제690조)되어 당연 퇴임하게 된다.

2-9-3. 일반적 근로관계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또

는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

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

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사

실만을 사유로 한 해고의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해고무효확인등)은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던 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사규에 의해 당연퇴직 되어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①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

33) “공인중개사법”은 파산선고사실을 공인중개사 자격의 결격사유가 아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파산을 선고받은 자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후 면
책결정이 확정되어 (당연)복권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가능함(동법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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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제30조(현행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② 당연퇴직규정은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며, ③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교사 등은 파산선고사실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국가공무

원법 제69조 등)하고 있고, 당연퇴직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법정사유 발생으로 당연히 공

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이 위 차별적 취급 

금지규정을 원용하여 공무원관계의 소멸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9-4.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확정사실을 한국신용

정보원의 장에게 통지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연체정보등, 개인대출정보, 카드대

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를 해제하고, 공공정보(등록코드 1201)인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를 등록한다. 채무자가 면책채권을 변제하거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등록사

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정보를 해제한다(일반신용정보관리

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5. 공공정보 참고).

참고로, 공공정보 등록자도 통장개설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은 문제되지 않으며 체

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에 따라서는 담보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신용

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 등 신용거래는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2-9-5. 신원증명사항

과거에는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

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

의 하나로 기재되었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될 경우 다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 해

당 사항을 삭제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①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②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다(예규 제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대부분의 파산사건이 

면책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신원증명사항에 파산선고사실이 기재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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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면 책 

2-10-1. 의 의

면책이란,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

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파산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이 소멸하여 별도로 배당받지 못한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

이 없으나, 자연인의 경우 파산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

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honest but unfortunate debtor)’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모든 채권자

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

의가 있다. 

면책신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할 수 있다.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신청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 면

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2-10-2. 면책심리

개인파산제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면책 여부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면책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을 선고하는 기준은 채무자에게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

다. 면책절차에서 법원은 파산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채권자의 이의를 기다려 채무자를 심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부터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실무상 법원은 파산절차단계에

서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이외에 면책불허가사유를 사전에 심사하여 면책불허가사유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

하고 취하를 종용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

자의 이의를 기다려 이의가 없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면책결정을 선

고한다.  

2-10-3. 면책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확인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

을 허가해야 한다(법 제564 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면책결

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면책불허가사유 규정 자체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면책결정은 사실상 법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참고 1-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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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2> 면책불허가사유 <법 제564조 제1항 각호>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

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

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

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불능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지급불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

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⑦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⑧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

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34)

⑨ 채무자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⑩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35)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한 사실이 있는 때

2-10-4. 면책결정의 효력

①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565조).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

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64

조 제3항),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즉시 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면

34)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595조 제5호)

35) 낭비라고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대법원 2004.4.13.자 2004마86 결정)를 말함. 예컨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 모험적 투자행위로써 과도한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

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함. 또한 물

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거래처로부터 해당 매출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받는 행위 또는 신용카드에 의해 구입한 물품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하는 행위(카드깡)는 면책불허

가사유 중 하나인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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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은 확정되며, 면책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각하⋅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선고하

여 채무자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인용된 경우 재항고기간이 도과되면 면책결정은 확정된

다. 

② 책임의 면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의 법적성질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자체는 존속하나 채무자에게 

변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즉, “자연채무화” 한다는 견해(책임소멸설)가 통설이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할 수 없게 된다.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이 소구력이 없어 소의 이

익이 없음을 이유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파산채권자의 급부 보

유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채권자에게 임의변제 

하는 것은 유효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③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

567조36)).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 등에게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보증인 등은 구체적으로 ① 채무

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적 보증)로서 연대채무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중첩적 

채무인수인을 들 수 있고, ② 물상보증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물상 보증)가 

있다. 

채무자의 면책으로 보증인 등이 파산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

채권을 취득하더라도, 보증인 등의 장래 구상권은 파산채권으로서(법 제427조 제2항) 파산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법 제430조), 보증인 등의 구상권은 이러한 장래 구

상권이 채무이행을 통해 현실화 한 것일 뿐이므로 채무자는 보증인 등의 구상금채권에 대

해서도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책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증인 등에 대한 파산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등을 해당 파산채권자에 대한 가지번호(예 : 2-1.)로 기재해

야 한다. 

36) 이론적으로 동 조문은, 주채무 자체는 존재하나 면책의 효력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되어 면책 효력의 성격에 관한 ‘책임소멸설’의 유력한 논거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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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면책채권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모든 ‘파산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

니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참고 1-13>과 같다(법 566 단서 및 각 호).

<참고 1-13> 비면책채권 <법 제566조 단서 및 각 호>

① 조세

②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⑧ 양육비 또는 부양료

⑨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2-11.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법 제569조 제1항).

2-11-1. 사기파산죄(법 제650조)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사기

파산죄를 구성하며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면책취소 사유가 된다.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②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④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폐쇄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

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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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에도(법 제564제 제1항 

제3호) 이러한 사실이 면책절차에서 밝혀지지 아니하고 면책이 선고된 경우에도 허위의 정

도, 누락⋅은닉한 재산의 규모, 경위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

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2-11-3. 면책취소절차

파산채권자는 면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를 주장하여 면책취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을 사유로 면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

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도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면책취소신청의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책취소신청의 경우에는 면

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면책취소사유로서의 

부정한 방법이 사기파산죄의 구성요건과 공통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2-11-4.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571조), 면책취소결정의 확정으

로 채무자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이 부활하므로 파산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법 제572조). 또한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법 제574조 제2항) 채무자에 대한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의 효력은 다

시 부활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면책취소결정 확정 후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

산선고 확정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

소결정일 및 확정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보한다.

2-12. 복 권

2-12-1. 복권의 의의

복권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법상 자격⋅권리에 대

한 제한을 소멸시켜 그 본래의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복권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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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해 복권되는 신청복권으로 구분된다. 

2-12-2.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

히 복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574조).

①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일부면책결정은 기본적으로 면책불허가결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연복권되지 않

으며, 채무자는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책임을 소멸시켜 복권을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538조의 규정(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

이 확정된 때

이를 당연복권사유로 삼은 것은 동의파산폐지가 채무자의 재건을 허용하는 제도임을 감

안한 것이며, 청산절차의 폐지로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

지 않는 이상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잔존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채무자에게 자격제한의 불이익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시킬 경우 인도주의에 반하므로 당

연복권사유로 삼은 것이다. 

2-12-3. 신청복권

당연복권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 채무자는 파산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법 제575조 제1항), 복권신

청 시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책임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법 제575조 제

2항). 

법원은 복권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

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해야 한다(법 제576조).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

개월 이내 복권의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법 제577조 제1항), 파산채

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법 제577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복권(허가)결정을 해야 한다(법 575조 제1항). 

법원의 복권불허가 또는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575

제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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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6년’07년’08년’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신용회복
위원회

85.8
[32.3]

63.7
[23.7]

79.1
[32.2]

101.7
[38.1]

84.6
[39.1]

91.3
[40.4]

90.1
[37.2]

97.1
[37.4]

85.1
[33.9]

91.5
[37.3]

96.3
[40.6]

103.2
[45.1]

106.8
[44.2]

법

원

개인
파산

123.7
[46.6]

154.0
[57.2]

118.6
[48.3]

110.9
[41.5]

84.8
[39.2]

69.7
[30.8]

61.5
[25.4]

57.0
[21.9]

55.4
[22.1]

53.8
[21.9]

50.2
[21.2]

44.2
[19.3]

43.3
[18.0]

개인
회생

56.1
[21.1]

51.4
[19.1]

47.9
[19.5]

54.6
[20.4]

46.9
[21.7]

64.2
[28.8]

90.4
[37.4]

105.9
[40.7]

110.7
[44.0]

100.0
[40.8]

90.4
[38.1]

81.5
[35.6]

91.2
[37.8]

소계
179.8
[67.7]

205.4
[76.3]

166.5
[67.8]

165.5
[61.9]

131.7
[60.9]

134.9
[59.6]

151.9
[62.8]

162.9
[62.6]

166.1
[66.1]

153.9
[62.7]

140.6
[59.4]

125.8
[54.9]

134.6
[55.8]

2-12-4. 복권의 효력

복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578조), 복권결정 확정의 효력으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불이익 즉, 공⋅사법상의 신분제한이 소멸한다. 복권결정이 확정

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신원증명사항

에서 복권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을 삭제하도록 한다(예규 제6조 제1항 제3호).

3.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비교

3-1. 채무자 구제제도

채무자 구제제도는 실직, 질병, 소득감소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채무상환 불능에 처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

입되었다. 채무자 구제제도는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사적채무조정에

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주체인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이 있으며, 공적채무조정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을 근거로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하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다.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0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공적 채무조정은 ’05

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인 

’05년에는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의 비중이 68.9%,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의 비중이 31.1%이

었으나 ’16년에는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의 비중이 59.4%로 월등히 증가하였다. 신청추이로 

볼 때 최근 5년간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자의 약 35~40%는 사적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으

며, 60~65%는 공적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채무자구제제도 신청 추이 (단위 : 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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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부채, 자산, 소득, 경제활동 능력, 채무조정 이후 금융경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구제제도별 장단점, 지원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채무자 상황에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

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 채무조정은 연체일수와 채무금액 등에 신청 자격 제한이 있으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신청 후 채권추심(법적조치 포

함)은 중단되나 최종 지원 결정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 금융회사 50% 이상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반면에 공적 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개인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권 금융회사의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인가받을 수 있다.

사적 채무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나 공적 채무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12개월이다. 사적조정의 신청방법이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저렴한 편임에 비해, 공적

채무조정은 다소 많은 서류가 요구되고 과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적 채무조정 확정자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등록하여 금융정상거래자와 

구별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확정자의 경우 공공

정보를 등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정보의 경우 공적채무조정은 최대 5년간 등재되며, 개인

워크아웃은 최대 2년간 등재되고 있어 채무자 구제제도를 이용한 이후 금융거래 측면에서

는 사적 채무조정이 유리하다.

채무 감면율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제도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채무 상환을 종결하고, 파산제도는 청산가치를 제외한 채무는 면책되므로 채무액이 

소액이거나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채무조정에 비해 공적채무조정의 감

면폭이 더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무 상환 여력이 부족한 채무자일수록 공적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보증인 여부, 담보대출 여부, 가용소득 등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지므로 채무자 

상황에 적합한 구제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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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
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
하도록 지원

일시적인 상환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선
제적인 지원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
하는 것을 방지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의 3
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존채무에 대해 면책

지급불능 상태에서 현재 보
유재산 처분 후에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원금 
및 이자 전부 면책

시행시기 ’02. 10월 ’09. 4월 ’04. 9월 ’02. 1월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제한 無
(사채 포함)

제한 無
(사채 포함)

대상
채무자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
고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로서 고정 소득이 있는 급
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채무상환이 곤란한자

채무
금액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제한 無

채무조정
수준

무담보 채무 이자 전액감면
상각채무 원금 
최대 70% 감면
사회취약계층 원금 
최대 90%감면

․원금 및 이자 감면 無․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
자만 감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가용소
득으로 변제 후 전액 면책

․보유재산 처분 후 잔여 채
무 전액 면책

변제
기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담보채무 최장 35년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재산 청산 후 면책

연체
정보
해제

․채무조정확정시 연체 해제․2년간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록

-

․변제계획인가시 연체 해제․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
료 후 또는 5년간 개인회
생 정보등록

․파산면책결정시 연체 해제․5년간 개인파산 정보등록

서민금융

․9개월 이상 성실상환→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6개월 이상 성실상환 → 소액대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소액신용카드

지원가능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 소액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은
 면책결정 후 가능

지원불가

자활지원

․취업지원* 및 신용
교육 등 제공
*행복잡(Job)이, 취업성공
패키지, 드림셋 등

․취업지원* 및 신용
교육 등 제공
*행복잡(Job)이, 취업성공
패키지, 드림셋 등

- -

비용 신청비용 5만원 신청비용 5만원

․복잡한 절차 등으로 
개인 신청 어려움․변호사 선임시 수임료
(100만원 이상) 부담

․복잡한 절차 등으로 
개인 신청 어려움․변호사 이용시 수임료
(100만원 이상) 부담

보증인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불가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가능

<표 1-8> 채무자구제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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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채무상환 부담

3-2-1. 개 요

채무자구제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은 월변제액과 상환총액이라는 두 가지 측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월변제액은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에 의해 산출되며, 

상환총액은 변제기간 동안 상환하는 월변제액의 합계이다. 상환부담은 대체로 개인워크아

웃⋅개인회생⋅개인파산의 순으로 적어지나, 개인회생이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상환부담이 

언제나 적은 것은 아니다. 가용소득, 변제기간, 채무액 등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의 상환부담

이 더 적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3-2-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채무자는 가용소득을 재원으로 조정 후 채무액을 최장 8년 (차상

위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10년) 이내에 상환하게 된다. 월변제액은 가용소득에 의해 결정

되며, 상환총액은 조정 후 채무액이 된다. 신청 당시의 원채무 내역에서 기 발생이자는 전액

감면 가능하고, 원금은 상각채권, 매각채권 또는 사회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20~90%까지 감

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정 후 채무액을 추산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

므로, 가용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산술적인 최저 월변제액은 예상 조정 후 채무액을 96개월

로 나눈 값이다(최저 월변제액 = 예상 조정 후 채무액 ÷ 96).

3-2-3.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 모든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고, 

변제액 합계가 신청 당시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 가용소득이 월변제액이 되고, 상환

총액은 총변제기간의 월변제액 합계이다. 예외적으로, 월변제액에 의한 상환총액이 청산가

치보다 작아 자산처분을 통해 추가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변제액과 월변제총액의 합이 

상환총액이 된다. 

3-2-4.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보다는 채무면책이 주된 목적이고, 최근에는 면책율이 높은 수준이

므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에 이른 개인채무자는 상환부담이 거의 없다. 일부면책의 경우 

면책결정 후 상환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실무상 일부면책이 나는 경우는 없다.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 후 변제액 부담은 없지만, 파산절차에서 청산대상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므로 재산청산에 의한 환가액(청산

가치)이 곧 상환총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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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청자격

3-3-1. 개 요

채무자의 금전적 편익이 가장 큰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기 

쉬우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변제가능액을 고려한 변제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

교적 신청요건이 간단하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무규모, 변제가능 소득액 등 변제계획 

이행을 고려한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변제계획 이행을 위한 제3

자의 금전적 지원을 인정하는 등 가용소득 산출에 유연성이 있어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대

학생 등 당장에 소득이 없는 채무자일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3-3-2.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②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자

③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3-3-3.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②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자

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체 중인 지급불

능상태를 의미한다.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재산의 처분 등에 의해 변제가 용이한 상태이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재산이 있으나 환가할 수 없는 상태이면 지급불능으로 

볼 수도 있다. 

총채무액 요건의 무담보채무 한도와 담보채무 한도는 각각 충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 5억원⋅담보채무 8억원인 채무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무담보채무 6억원⋅담보

채무 1억원인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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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통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 즉, 가용소득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

받기 어렵거나 수입이 너무 적어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못하는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변제계획안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

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계약직 근로자⋅시간제 근로자⋅일용직 

근로자⋅노점상⋅농업인⋅어업인 등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

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불법적인 영업소득자 등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3-4. 개인파산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 파산의 원인은 지급

불능상태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지급을 정지한 상태이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 개

인회생과는 달리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의 총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3-4. 보증인에 대한 효력

개인워크아웃의 신청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사실이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 다음날)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주채무자가 변제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은 기한

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채권추심에 직면할 수 있다. 

3-5. 대상채무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대상 채무는「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한정된다. 협약 미체결 금융회사 채무나 사채, 조세 등은 채무조정에

서 제외되며, 채권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는 대출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채무조

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사채 등 비협약기관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이 불가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청대상 채무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개인 간의 사채

도 포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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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청절차 및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신청비용 부담을 고려한 채무자의 접근성은 개인워크아웃이 가장 

양호하고,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의 순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양식

이 간소하여 채무자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불편이 없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도 간

단하며, 신청비용은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신청서류의 종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며 필수 첨부서류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안까지 작성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대⋅송달료 외에 적지 않은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체로 절차가 복잡한 개

인회생 법률서비스 비용이 더 많다.

3-7. 장단점

3-7-1. 개인워크아웃

채무자 측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 대한 부담 

없이 신속하게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하여 직장

에서 퇴사해야 하거나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간편하게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생활안정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

시킬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지원⋅신용교육⋅
소액금융 등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입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제계획을 2년 이상 이

행하면 ‘신용회복지원확정자정보(코드 1101)’도 삭제되어 조기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대체로 감면율이 낮고 변제

기간이 장기이므로 상대적으로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이 있다. 또한 비협약 기관

에 부담하는 채무 및 개인사채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점도 단점이라 할 수 있다. 



Chapter 03 |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101

<표 1-9> 개인워크아웃의 장단점

구 분 내 용

장 점

⋅신청절차가 간편(One-stop 지원체계)하고 상각채권은 원금감면 가능

⋅신청일 다음날부터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급여가 압류된 경우 압류를 해제토록 함으로써 정상적 급여수령 가능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10년)의 계획 중 2년 이상 채무상환을 성실히 이행

한 경우 “신용회복지원확정자정보”를 삭제하여 신용등급 상향과 금융활동이 가능토록 지원

⋅소액금융지원⋅취업지원⋅신용관리교육 등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입체적 지원이 가능

⋅채무기간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재조정을 통한 상환계획 변경 가능

⋅신청 채무자를 시장의 실패자로 보는 사회적 낙인 효과가 낮음

단 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상환부담이 클 수 있음

⋅비협약기관 채무 및 개인사채는 채무조정이 어려움

3-7-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상환부담이 대체로 적고, 파산에 비해 사회적 낙인과 신

분상 불이익이 적다. 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청산가치가 거의 없고 가용소득이 적은 채무자는 채무 상환부담 감소효과가 높다. 단점으로

는 지원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문가의 조력에 의존할 경우 법률서비스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없다. 

<표 1-10> 개인회생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사채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신청할 수 있음

⋅채무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

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

의 상환의무가 면제됨

⋅파산에 비해 신분상 불이익이 적음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

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데 많은 비용 소요

⋅신청자격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 한정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적어 가용소득이 없

는 경우 신청 불가

⋅보증인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인가의 효력이 없음

3-7-3.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 중 금전적인 편익이 가장 크다. 반면,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

로 인정되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처분대상이므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퇴사하게 되거나 직업과 관련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

재의 생활환경에 불가피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파산이 과거에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파산에 내재된 재건형 절차로써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제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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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제약요인이 된다. 파산에 대해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비용이 매우 크다.

<표 1-11> 개인파산의 장단점  

구 분 내 용

장 점
⋅사채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신청할 수 있음

⋅면책결정 시 채무상환 책임을 면제

단 점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채무자 스스로 신청하기 어렵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데 많은 비용 소요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크고 오래 지속

⋅파산자에 대한 공⋅사법상 자격제한이 있음 

⋅면책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사실상 불가능

(면책사실을 5년 동안 금융회사 간 공유)

⋅보증인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의 효력이 없음

4. 채무자구제제도 선택기준

4-1. 의 의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는 채무자는 채무문제 해결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회적 낙인⋅심

리적 부담⋅현실적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조정에서 얻을 수 있는 금전적 편

익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저울질하여 최적의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코자 한다. 즉, 채무자

는 상환능력⋅면책에 의한 금전적 편익⋅불이익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채무 

변제노력을 우선 기울이며 자력에 의한 변제가 불가능할 때 채무자 자신에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하게 된다. 

4-2.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순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생계비는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산

정하는데,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60%, 개인워크아웃은 기준중위소득의 

40~60%를 인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비 인정비율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예상 채무조정액(조정 후 채무액)을 96개월(차상위계층 이하 소득 

자의 경우 120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여 개인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있는 경우 가용소득의 일부를 당해 제외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제외채무 변



Chapter 03 | 공적 채무자구제제도

103

제액을 포함하여 변제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으로는 가용소득이 부족하지

만 가족을 비롯한 제3자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타인의 소득제공액을 가용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법정 최저변제액 및 청산가

치 이상을 원칙적으로 36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된다. 

최저변제액은 총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총채무액의 5%이고, 총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

이면 총채무액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가용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

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에서는 통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가능한 연령대의 가족이더라

도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창출하는 배우자, 대학생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개

인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에 의해 인정받는 부양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개인

회생절차에 비해 월변제금(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그

리고 부동산, 임차보증금, 금융자산(보험 해약금 등), 퇴직금 등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

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가용소득(총 변제금)이 많아야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특성 상 채무가 

소액인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권

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해당 채권에 대하여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이내(예컨대 총 

변제기간이 36개월인 경우 그 절반인 18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하다. 

4-3. 채무의 특성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없는 개인사채⋅조세채권 등이 과다한 채무자는 개

인회생을 선택함으로써 회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액이 많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이 부담되는 채무자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동산,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분

할 변제가 불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상 소득에서 생계비 이외에 별제권에 대한 채무상환금

을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또는 임차보증금을 처분하여야 할 수 있다. 

장기 연체된 채무가 많아 채권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감

면이 원금 20~90%까지 가능하므로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총 가용소득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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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채무 규모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동일하게 총채무액이 15억원(각각 무담보 10억원, 담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소액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가용소득으로 3년 이내 변제계획을 완료하는 경우 개인

워크아웃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변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총 변제하는 금액이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이 유사한 금액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상환기간을 장기화하여 월 변제금액 부담을 최소화한 이후에 향후 가용소득이 증가할 경우 

일시 변제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단,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

용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인 경우 파산 면책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4-5. 직 업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자발적 변제의 성격이 가장 강하므로 사회적 낙인이 거의 없고 직

장생활이나 영업활동에 추가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신용소비자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공공정보 해제에 소요되는 기간도 가장 짧으

므로, 교육훈련 수준이 높고 비교적 채무가 소액인 채무자일수록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의 경우 파산에 비해서는 현실적 불이익이 적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인사상 불이

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파산을 신청한 자는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법률적 제약은 복권이 되면 없어

지나, 당연복권 사유인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복권되려면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파산선고

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직업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취업

제한 또는 퇴사규정을 사규(社規)에 두고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상 불이익과 

관련된 개별적인 정보는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비용 및 절차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및 개인회

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 비용이 발생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 관련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은 신청에서 확정까지 6~12개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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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므로 유사한 변제조건일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개인워크아웃

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 1-14>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비용 비교(예시)

(단위 : 원)

구분
법    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비용 등

∙ 인지대   2,00037)

   - 파산  1,000

   - 면책  1,000

∙ 송달료1)  258,500

   - 파산  141,000

   - 면책  117,500

∙ 파산관재인비용

   - 건당 300,000

∙ 인지대  30,00038)

  인지대   2,00039)

  (금지명령 추가시)

∙ 송달료1)  235,000

∙ 개인회생위원비용

  - 150,000

∙ 신청비2)  50,000

법률서비스

비용3)

∙ 50만원~200만원

  (신청대리)

∙ 50만원~200만원

  (신청대리)
∙ 없음

비   고

※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이용시 법률서비스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신청비용도 센터에서 대납 

   단, 파산관재인비용 및 개인회생위원비용은 채무자 부담

1) 송달료 : 우편료 단가 4,700원, 채권자 수가 5인 경우

∙ 파산시 : 47,000 + (채권자 수 × 4,700 × 4)

∙ 면책시 : 47,000 + (채권자 수 × 4,700 × 3)

∙ 개인회생 : 4,700 × 10(회) + (채권자 수 × 4,700 × 8)

4,700 × 채권자 수(금지명령 송달료 추가)

2) 기초수급자, 노숙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해외동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장애인(1~3) 군복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신청비 면제

3)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개별계약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통상가격임

4-7. 보유재산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신청인이 보유한 재산 평가액(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등)

이상 변제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의 경우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을 통한 이익(채무감면 규모가 큰 경우)이 큰 경우에

도 주거공간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적 채무조정을 선택할 때에는 보유재산 

처분가능성 역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37)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1,800원

38)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27,000원

39)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1,800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2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34,000 69,308 28,738 69,990

2인 3,633,000 117,373 109,833 118,825

3인 4,700,000 152,850 154,097 155,171

4인 5,767,000 186,282 195,048 189,330

5인 6,834,000 222,133 239,780 226,441

6인 7,901,000 255,816 279,085 263,711

□  Fast Track 개요
 ’13. 5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연계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접근성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개인회생․파산 Fast-Track(이하 ‘Fast-Track’)을 실시
  ⇒ 현재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공․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회생․파산 Fast-Track 전국 확대 완료
     개인회생․파산 Fast-Track은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송구조를 이

용하여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조기 경제적 회생을 도모

□ 기관별 역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소득 및 재산 내역

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교부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서류발급 비용뿐만 아니라 인지대․송달

료 등의 소송비용 일체를 지원

 -(소송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권소송구조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법률지원
단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법원에 신청

 -(법원)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개인회생 또는 파산 사건에 대해 ‘신용상담보고서’를 기초로 부채증명서 징
구를 생략하고 소득․재산 등 심리를 간소화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 지원 대상은 ’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
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2019년 소송구조 지원대상자 소득요건 기준〉
(단위 : 명, 원)

 예1)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17,000원일 때 : 소득요건 충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18,000원일 때 : 소득요건 미충족
 예2) 2인 가구,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2인 모두 직장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17,373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2인 모두 지역가입자일 때, 보험료 합산액 109,833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직장가입자 1인 + 지역가입자 1인일 때, 보험료 합산액 118,825원까지 소득요건 충족

* 위 보험료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공적 채무자 구제제도 신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FAST-TRACK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 1-15>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적채무자 구제제도 지원(FAST-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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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적 채무조정제도

Part 02_ 해외 채무자구제제도

1. 미 국

1-1. 개 요

미국은 ’90년대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파산신청

남용방지 및 소비자보호법(BAPCPA : The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을 제정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였다.

미국의 사적채무조정제도는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이 있으며,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청산형 절차인 개인파산(Chapter7)과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Chapter13)으

로 구분된다.

1-2. NFCC(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미국의 주요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는 NFCC, AICCCA 등 다수의 민간 비영리 신용상담기

구들이 있다. 그 중 NFCC는 ’51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로 

미 전역 회원기구(CCCS :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의 중앙연합회 역할을 수행

한다. NFCC는 80여개의 회원기구와 600여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회원기구인 지

역 CCCS를 통해 신용상담 및 교육, 재무설계,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 등 다양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사전상담제도

미국은 개인파산 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05년 「파산신청남용방지 및 소

비자보호 법(BAPCPA)」을 제정하여 개인파산(Chapter7) 및 회생(Chapter13) 신청 이전 180

일 이내에 법무부의 연방관재국(EOUST)40)가 승인한 비영리 신용상담기구와의 사전신용상

담을 의무화하였다. 

40) 연방관재국(EOUST : Executive Office for U.S. Trus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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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신용 및 재무관리 교육(채무자 교육 : 

Debtor Education)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1-4. 사적 채무조정제도 :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

DMP는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채무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

도이다. 지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이 있으며, 통상 원금 감면 없이 이자율

을 저리로 하여 3~5년간 상환한다. DMP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는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고 신용상담기구는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액을 각 채권금융회

사에 송금한다. 

DMP를 통해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 채무조정에 참가하는 채권자는 채권추심

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채권자의 경우 해당 채무를 정상적인 여신으로 관리하

기도 한다. 

DMP는 채권기관별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채무가 빠짐없이 채무조정안

에 포함되어야 더욱 효과적이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개별 상환하지 않고 신용상

담기구를 통해 상환할 수 있으므로 예산 지출관리를 단순하게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2. 일 본

2-1. 개 요

일본의 채무조정제도는 사적제도인 임의정리제도와 공적제도인 특정조정제도, 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제도로 구분되며, 법적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은 ’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반면,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2. JCCO(Japan Credit Counseling Organization)

JCCO는 ’87년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 및 재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연

합회, 소비자단체, 언론계, 소비자신용업계 등이 공동으로 통상산업성의 인가를 받아 설립

된 공익 법인이다. 이후 ’02년 대부업계 및 은행권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산

업성 및 금융청의 인가를 받아 일본의 대표적인 신용상담기구로 발전하였다.

JCCO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임의정리제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비영리 신용상담기구

로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무료로 채무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JCCO는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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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사가 2인 1조로 채무상담을 지원하며, 이는 일본 내에서 운영되는 채무조정제

도의 대부분이 변호사와의 교섭에 의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JCCO는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채무자

의 회생을 도모하고 소비자신용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다중채무자의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3. 사적 채무조정제도 : 임의정리제도

임의정리제도란 법원의 개입 없이 신용상담기구 또는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채무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협상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이자제한법」 내에서 적용이율을 조정하여 통상 3~5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하며, 총 채무

액을 기준으로 채권기관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임의정리 시 채무를 일시 완제

하는 경우 원금 또는 이자를 감액하는 경우는 있으나, 원금 감면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로 

거의 없다.

<표 2-1> 일본의 채무조정제도 비교

구 분 임의정리 민사재생 특정조정

목 적 ∙ 경제적 회생 ∙ 경제적 회생 ∙ 경제적 회생

지원대상 ∙ 개인 ∙ 개인 ∙ 개인 및 법인

수임자 ∙ JCCO(중개), 수임변호사 ∙ 수임변호사
∙ 간이재판소, 조정위원 및 

수임변호사

자격요건
∙ 계속, 반복적 수입이 있는 다중

채무자

∙ 계속, 반복적 수입이 있고, 총 

채무액이 5천만엔 이하인 다중

채무자

∙ 계속, 반복적 수입이 있는 특정

채무자

변제조건
∙ 채권자-채무자간 합의

(JCCO가 채무상환조건에 대해

교섭하고 화해유도 가능)

∙민사재생(소규모개인재생) :

  총 채권자의 1/2 이상 동의, 총 

채무액의 1/2 이상 동의

∙급여소득자재생 : 채권자 동의 

불필요

∙ 채권자-채무자간 화해(단, 

법원에 의한 조정도 성립)

효 력 ∙ 당사자 간에만 유효
∙ 인가된 재생계획은 다른 채권자

에게도 유효
∙ 당사자 간에만 유효

변제총액
∙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에 

따라 이율을 조정하고 채권자-

채무자 간 합의한 채무액

∙채무총액 3천만엔 이하 : 기준

채무총액의 20% 또는 100만엔 

중 큰 금액

∙채무총액 3천만엔 초과 5천만 

엔 이하 : 기준채무총액의 10%. 

단, 재산처분액 또는 2년분 가처분

소득이 상기 최저변제액을 상회하

는 경우, 가장 큰 금액

∙ 「이자제한법」상의 상한금리에 

따라 감액한 채무(원금+미수이

자+지연손해금)

∙장래 이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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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의정리 민사재생 특정조정

변제방법 ∙ 통상 3~5년간 분할상환

∙원칙상 3년 이내(최장 5년) 

 분할 또는 일괄변제

∙소규모개인재생 : 변제총액

∙급여소득자재생 : 가처분소득

 2년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 10

년까지 변제유예 가능

(단, 채무자연령 70세까지)

∙조정조건에 의거 원칙상 3년 내 

상환

면책조건 ∙ 변제총액의 완제 ∙ 재생계획에 기초한 변제총액 완제 ∙조정조건에 기초한 변제총액 완제

소요기간

∙ 개입부터 2개월 경과 후  

  변제총액, 변제조건 제안

∙ 개입부터 화해 시까지 3~4개월 

소요

∙통상 6개월 소요 ∙통상 3개월 소요

제한사항 ∙ 직업상․ 자격상 제한 없음

∙ 직업상․ 자격상 제한 없음

∙단,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권 실행

은 정지

∙ 직업상․ 자격상 제한 없음

3. 프랑스

3-1. 개 요

프랑스는 개인의 과중채무(Overindebtedness)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

로 ’89년 파산 관련 법률에 사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파산제도는 3단계 절차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전조정 전치절차 운영으로 모든 채무조정은 과채무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41)

3-2. 과채무위원회(Commission des surendetementts) 

과채무위원회(파산위원회)는 ’89년 개인파산절차 제정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파산절차 이

전 단계에서 채권자-채무자 간 사적 조정을 담당하는 공적 기구이다. 세 차례(’95년, ’98년 

및 ’03년)의 파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 기능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 

’95년 파산 관련 법률 개정 시 과채무위원회는 파산절차 전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되는 채

무조정안을 수립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98년 개정 시 위원회는 과채무자의 채무 일부 

41) 상당수 유럽의 소비자파산법은 파산 전치절차로써 사전조정 제도를 두어 파산 신청 전 채권자-채무자 간 합

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유럽 국가 중 덴마크와 영국은 예외적으로 파산 전치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출처 : 일본크레딧카운셀링협회(2009)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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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전부탕감 및 지불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03년 개정으로 위원회는 

회복불가능한 개인의 과채무 상황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절차로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청산 또는 면책 일변도의 채무자 

지원보다는 최대한의 변제노력을 강구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3-3. 사적 채무조정제도 : 1단계 절차

프랑스는 법원의 파산 절차 이전에 과채무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변제계획

을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Out-of-Court Settlements)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채무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개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채무변제계획

안을 수립하여 채권자 동의절차를 수행한다.

채권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과채무위원회는 법원의 승인

을 얻은 채무변제계획(Court-Imposed Plan)42)을 강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

도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되지만, 

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건 중 채무부담이 매우 과중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법원의 파산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그림 2-1> 프랑스의 3단계 채무조정절차

1 단계 2 단계 3 단계

⇒ ⇒

사적 채무조정

(과채무위원회)

(Out-Of-Court Settlements)

◦ 사적 채무조정을 사전조정  

제도로 운영

◦ 위원회가 변제계획 작성

◦ 채권자의 동의 필요

공적 채무조정

(과채무위원회+법원)

(Court-Imposed Settlements)

◦ 사적 채무조정 실패 시 진행

◦ 위원회가 변제계획 작성

◦ 법원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강제적 효력발생

청산절차

(법원)

(Insolvency by Court)

◦ 치유불능의 채무상황 및 

2단계 절차 실패 시 진행

◦ 채무의 완전한 면책인정

◦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발생

42) 이자감면, 변제기간 연장, 변제유예 등을 포함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채무액이 매우 과중할 경우 

원금의 일부 탕감 및 지불정지(Moratorium)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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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4-1. 개 요

독일은 ’94년 회생형과 청산형으로 이원화된 기존의 「도산법」을 청산형으로 일원화하

였으며, ’99년 파산 신청에 앞서 재판 외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과

정에서 모든 채무자는 공인된 신용상담사 또는 변호사 등43)의 도움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사적 채무조정을 돕는 중재기관에서는 파산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무

자의 부채, 자산, 소득 등을 분석하여 채무변제계획 수립 및 채무재조정 등을 위한 채권자

와의 협상을 돕는다. 

4-2. VZBV(Verbraucherzentrale Bundesverband), SB(Schuldnerberatung)

독일의 사적 채무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VZBV와 SB가 있다. VZBV는 

소비자보호단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채무상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B는 채무자상담기구로 사적조정절차에서 채무자의 채

무변제계획 수립과 채권자와의 협상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조력하고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4-3. 사적 채무조정제도 : 재판 외 합의과정(Out-Of-Court Settlement)

독일은 별도 사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파산 신청 이전 6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재판 외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재판외 합

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판 외 합의 과정을 의무화한 것은 소비

자들에게 올바른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에 맞는 절차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

록 돕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채를 해소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5. 영 국

5-1. 개 요

영국은 다른 유럽 각국과는 달리 파산 전치절차로써 사전조정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민간 신용상담기구를 통한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적 채무

43) 소비자상담단체, 채무상담기관 등 비영리단체, 노동단체,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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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영 국

대표적 사적 
채무조정기구

NFCC JCCO 과채무위원회 VZBV, SB CA, SCDC

사전상담 및 
조정절차 

의무화 여부

O

(사전신용상담)
X

O

(사전조정)

O

(사전조정)
X

사적 
채무조정제도 

DMP 임의정리제도 1단계 절차 재판 외 합의 과정 DMP

사적 
채무조정제도 
변제기간

통상 3~5년 통상 3~5년 - - 통상 10년

조정제도로 미국과 유사한 DMP(Debt Management Plan)가 있으며, 공적 채무조정제도로는 

DRO, IVA, BO가 있다.

5-2. CA(Citizens Advice), SCDC(StepChange Debt Charity) 

영국에서는 민간 신용상담기구를 통한 부채상담과 채무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 사적 채무조정기구로 CA와 SCDC가 있다.

CA는 ’39년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상담기구로 약 300여개의 지역 CA회원기구

와 2,200개 이상의 네트워크(법원, 커뮤니티 센터, 병원, 교도소 등)를 두고 있다. CA는 채

무․주거․복지․세금․취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44)하며, 공·사적 채무조

정 연계 지원을 돕고 있다. CA에서 직접적으로 DMP를 지원하지 않으며, SCDC 등 채무상

담기구를 통한 DMP 연계 지원 및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SCDC는 ’93년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채무전문상담기구로 미국의 CCCS를 모델로 설

립되었다. 주로 전화 상담을 통해 채무 및 가계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며 DMP 제공, DRO 

신청 연계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한다.

5-3. 사적 채무조정제도 : 채무관리계획(DMP : Debt Management Plan)

미국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인 DMP와 유사하며 신용상담기구를 통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채무자의 이해를 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지

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장래 이자 부리 중단 등을 지원하며 통상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

다. DMP는 채권기관별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하며, SCDC 등 민간 채무조정기구를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표 2-2> 주요 국가별 사적 채무조정기구 및 채무조정제도

44) CA는 연간 약 600만건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세금 및 복지(약 35%), 채무(약 30%)상담의 비중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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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적 채무조정제도

Part 02_ 해외 채무자구제제도

1. 미 국

1-1. 개 요

미국의 「연방도산법」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로 청산형인 개인파산

(Chapter7)과 재건형인 개인회생(Chapter13)제도를 두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 모두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원 재판부가 인가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추심 

및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는 자동정지제도(Automatic Stay)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의 신청요건으로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사전 신용상담 이수를 규정

하였으며, 소득심사(Means-testing)를 받도록 하는 등 파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1-2. 개인회생(Chapter13)제도

미국의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로서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주(State)별 중위소득 이상 보유자는 가용소득 전액으로 5년간 변제, 주(State)

별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가용소득 전액으로 3년에 걸쳐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채무에 대하

여 면책하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의 적합성, 예납금 등 소요비

용 완납여부, 청산가치 등을 감안하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회생 

기록은 개인신용정보에 7년간 유지된다.

1-3. 개인파산(Chapter7)제도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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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유한 면제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하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별도의 면책 신청 없이 법원의 허가만으로 잔여 채무가 면책되

는 제도이다.

한편 「연방도산법」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고용상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파산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파산 기록이 개인신용정보

에 10년간 유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제약을 받는다.

<표 2-3> 채무자 입장에서 본 미국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개인파산
(Chapter7)

①면책 범위에 제한이 없음

②배당 후 잔여채무는 면책

③파산신청 후 취득한 임금과 재산은 채무자

가 소유(단, 상속재산은 예외)

④부채규모가 작아도 무관

⑤절차가 신속(3～6개월 정도)

①관재인에 의해 매각된 비면책재산 상실

②주택담보융자 등 몇 가지 채무는 절차가 종료된 후

에도 존속

③추심, 차압 등 채권자의 저당권행사는 일시적으로만 

정지

④면책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음 

⑤ 6년에 한 번밖에 신청할 수 없음

⑥신용등급에 악영향

⑦일단 신청하면 기각이 곤란

개인회생
(Chapter13)

①면책/비면책에 관계없이 모든 재산권을 유지

②변제기간이 김

③채권자의 추심, 임금차압 등이 금지

(자동정지)

④완전변제를 전제로 하는 한 면책 효과는 연

대보증인에게도 미침

⑤ 7장에 의해 잔여채무를 면책 받은 후 13장 

신청이 가능

⑥연속 신청이 가능 

⑦채권자를 여러 클래스로 분리하여 배당률을 

달리할 수 있음

①가처분소득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관계로 

변제기간 중 현금흐름을 압박

②주택담보융자 등 몇 가지 채무는 절차가 종료된 후

에도 존속

③신청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수수료가 비쌈

④ 부채해소에 시간이 걸려 미래수입에 부담이 될 가능성

⑤ 증권브로커, 상품브로커는 신청할 자격이 없음 

2. 일 본

2-1. 개 요

일본의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특정조정법⌟에 의한 특정조정과, ⌜민사재생법⌟·⌜파산

법⌟의 개인회생(민사재생, 급여소득자재생) 및 개인파산 제도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채

무자의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정리 또는 법원에 의한 특정조정, 민사재생이 가능

하며, 채무자가 지급 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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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정조정제도

특정조정제도는 법원의 조정위원회가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무조정에 관하여 합의를 유도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자제

한법」의 상한금리에 따라 채무를 감액하고 장래 이자 부리를 중단하여 통상 3년 내지 5년

간 분할상환하는 제도이다. 

한편 특정조정은 단순한 사적 화해로서가 아니라 법원이 관여한 분쟁해결법이 하나로 강

제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확정된 채무조정안이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채무자의 변제의무를 강제하게 되나 채권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합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파산과는 차이가 있다.

2-3. 개인회생제도

일본의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수입의 안정성에 따라 민사재생(소규모 개인회생)과 급

여소득자 재생으로 구분된다.

민사재생 제도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 채무액이 5,000만엔 이하이며 계속적으로 수

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정한 (1) 최저 변제액 또는 (2)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을 최소 변제요

건으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 동의 요건으로는 채권자 수의 1/2 이상의 동의 및 총 채무액 

기준 1/2 이상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급여소득자 재생 제도는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1) 최

저 변제액 또는 (2) 청산가치 또는 (3) 가처분 소득의 2년분 중 큰 금액을 최소 변제요건으

로 정하고 있다. 급여소득자 재생의 경우 민사재생에서 요구하는 채권자 동의 요건은 규정

하고 있지 않다.

2-4.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민사재생제도 등 여타 구제수단을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

으로 운영되는 청산형제도이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며 파산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대해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45)하게 된다.

32) 도박, 과소비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이 불가하며,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수개월간 보험설계사, 경비원 

등의 취업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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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3-1. 개 요

프랑스의 채무조정제도는 3단계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

채무위원회를 통한 재판 외 합의(Out-of-Court Settlement) 절차이며, 2단계는 채권자와 합의

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과채무위원회는 채무자의 요청으로 법원의 승인을 얻은 채무변제계획

(Court-Imposed Plan)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이다. 2단계 절차 후에도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단계인 법원에 의한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프랑스 채무조정제도의 1단계 절차는 사적 채무조정에 해당하고, 2단계와 3단계 절차는 

공적 채무조정에 해당한다.

3-2. 2단계 절차

1단계 절차에서 채권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5일 이내 채무자는 과채무위원회에 

채무변제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채무위원회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채권자 동의 없이 

변제계획안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과채무위원회가 채권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또는 일정기간 채무 상환 유예를 권고하는 정도이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다.

3-3. 3단계 절차

2단계 절차 후에도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경우 3단계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과채무위원회에 접수된 신청건 중 채무가 매우 과

중한 경우에는 채무변제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집행판사의 결정으로 

법원의 파산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

프랑스의 3단계 개인파산 절차는 미국의 개인파산(Chapter7)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집행판사에 의하여 임명된 파산관재인(Trustee)이 채권자 목록 및 채무자

의 재산 목록을 작성한다. 이후 재산 환가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여 법원은 파산 절차의 종

결을 선언하며 면책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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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일

4-1. 개 요

독일은 개인파산 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채무자가 파산 신청 시 재판 외 합의(Out-of-Cour

t Settlement)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즉,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변제계획

안 제출 시 과거 6개월 이내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재판 외 합의 노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재판 외 합의에 실패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감독을 전제로 하는 재판 상 합의절차가 진행된다. 재판 상 합의절차에도 불구하고 채무변

제계획안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채권자가 부동의하는 경우 간이파산절차가 진행된다.

4-2. 재판 상 합의절차

재판 외 합의 실패46)로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청산절차의 개시를 3개

월간 보류하고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재판상 합의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계획을 송달하여 채권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자 과반수 이상 

동의 및 총 채무액 기준 과반수 이상 동의와 법원 승인 시 채무변제계획안이 확정된다. 이

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간이파산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4-3. 간이파산절차

재판 외 합의와 법원 감독 하의 재판상 합의절차에 의하여 채무상환계획이 확정되지 못

하는 경우 간이파산절차가 개시된다. 간이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잔존자산이 파산절차에 소

요되는 제반비용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만 개시되며,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채무자의 잔여채무를 즉시 면책하지 않고 면책유예결정을 내린다. 동 유예결정에 따

라 채무자는 6년 동안의 성실이행기간 중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및 재산취득액의 일정 

비율을 파산재단에 변제하여야 한다. 법원은 동 면책유예기간 만료 시 채권자 및 파산관재

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최종 결정한다.

46) 재판 외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채무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관련 채무정리계획을 파산신청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채권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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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국

5-1. 개 요

영국의 「파산법」은 파산절차 이전 단계의 공적 구제제도로 자발적 정리절차(IVA,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와 부채구제명령(DRO, Debt Relief Order)를 두고 있으며 

파산절차에는 개인파산(BO, Bankruptcy Order)이 있다. 한편 영국의 DRO는 엄밀한 의미에

서 공적 절차이나 비영리 신용상담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앞서 살펴본 영국의 대표적 

신용상담기구인 CA는 DRO의 최대 취급기관이다.

5-2. 자발적 정리절차(IVA, Individual Voluntary Arrangement)

IVA는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권자와의 협상 및 동의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이 이루어지

며, 조정과정 측면에서 자율적 채무조정 절차에 해당한다. 통상 5년간(최장 6년) 가용소득

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 채무는 면책하는 방식으로, 채무변제 및 면책 절차는 미국의 

개인회생(Chapter 13) 및 우리나라의 개인회생과 유사하다. 한편 우리나라 개인회생 절차와

의 주요 차이점은 채권자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에 대해 우선적 

필요지출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IVA 도산 집행인(IP, Insolvency Practitioner)의 감독 하에 채무정리안(Proposal)이 작성되

며 채권자 의결 및 법원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액 75% 이상 동의로 채무조정안(Proposal)이 확정된다. 

5-3. 부채구제명령(DRO, Debt Relief Order)

DRO는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파산청의 승인을 얻은 비

영리 채무자지원기구(CA 등)를 통해 신청하여 법원 재판절차 없이 채무 면책을 받는 제도

이다.

지원대상은 무담보채무 £20,000 이하, 총재산 £1,000 이하, 월가용소득 £50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상 1년의 상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자동면책 승인이 이루어진다.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개인파산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분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영 국

공적 
채무조정
제도

개인파산(Chapter7),  

개인회생(Chapter13)

특정조정, 

개인회생(민사재생, 

급여소득자재생), 

개인파산

2단계, 3단계 

절차

재판상 합의 절차, 

간이파산 절차
IVA, DRO, BO

재건형 
제도 

변제기간
통상 3~5년

원칙상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 가능)

최장 8년 최장 6년
통상 5년

(최장 6년)

5-4. 개인파산(BO, Bankruptcy Order)

BO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관재인(Office 

Receiver)이 선임된다.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정리와 배당절차가 완료되면 파산결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동으로 면책된다.

법원은 파산면책 후 채무자의 장래 소득에 대해 채무상환에 충당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

며(Income Payments Order),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을 통상 3

년 이내에서 변제금으로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 2-4> 주요 국가별 공적 채무조정제도





03다중채무자 금융․복지지원제도

Chapter 01 >> 금융지원 

Ⅰ.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지원 (소액금융지원)

Ⅱ.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

 Ⅲ. 기타 금융지원

Chapter 02 >> 사회복지지원

성공적인 신용상담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위한 기본서



124

01 금융지원

Ⅰ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지원 (소액금융 지원)

Part 03_ 다중채무자 금융 ․ 복지지원제도

1. 목  적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은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기타 긴급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채무조정 확정자의 변제의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림 3-1> 소액금융 지원절차

대출상담/차입신청

⇩
심   사

⇩
융자위원회

부  결  가  결

※ 부결사유 해소 시 재심의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융자금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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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2-1. 신청요건

2-1-1. 변제계획안을 성실하게 이행 중이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위원회 또는 타 기관47)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6개월 이상48) 미납없이 이행하

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행기간 중 재조정 이후 변제금 납

입 개월 수가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초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 개월 수와 이행기간 중 

재조정 이후 변제 개월 수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고 실직, 질병, 재난 등 재조정 사유가 

정당한 경우 융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액금융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이행 완료자는 완

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 

중 면책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는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2-1-2. 변제 가능한 소득이 있는 자 

월 소득에서 채무조정안에 의한 월변제금과 제외채무의 월 상환액, 생계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위원회 소액대출 원리금을 상환 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으로 분

할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소득제공을 받아 분할변제가 가능하다면 신청자

격을 인정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사업자는 채무조정 월 변제금, 제외채무 월 상환액,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원리금, 기타 지출액 등을 제외한 월평균 순소득(띄어쓰기 없이)액이 부양가족을 

고려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인정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미개설, 휴업, 폐업 상태임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인정된다.(단, 운영자금대출 및 시설개선자금대출 등 용도제한이 있는 대출로는 지

원 불가)

2-2. 소액금융 부적격자

2-2-1.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본인 및 동거가족 보유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의 재산 

합계액49)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상가건물임대차

47) 타 기관의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자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

전문유한회사, 국민행복기금을 의미함

48) 변제계획에 의한 상환일자를 기준으로 6회차 납입일의 익일부터 지원자격 인정

49) ’18. 12월 기준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 18,800만원, 중소도시 – 11,800만원, 농어촌 – 10,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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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50) 이내의 생계형 영업장 임차보증금액은 

보유재산으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전, 답, 임야, 잡종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금융 부적격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환

가실익이 없거나, 매수자가 없어서 불가한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종친회 등의 소유임에도  

대표자격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액금융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소득원과 관련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금융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나 차량

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이거나 사용실익이 없음에도 폐차처리를 하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소액금융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2-2.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타 기관의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한 자는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

외한다. 그러나, 효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채무조정 재신청 후 6회차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

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는 소액금융 신청 자격을 인정한다. 

2-2-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대출금 지급일 기준 개인회생 24개월 미만 납입자, 개인회생 폐지자 또는 파산신청자의 

경우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인회생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개

인회생론’ 신청대상이 됨) 

2-2-4. 연체 등 정보 등재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 등 정보,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로 등

재된 경우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오류등록 또는 해제지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

액금융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2-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어음⋅수표부도 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액금

융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2-2-6. 책임재산 도피, 은닉 등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50) ’14. 1월 기준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5,5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800만원, 기타지역 -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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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기타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회사, 상록수유

동화전문회사 포함)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도 소액금융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3. 대출상품

3-1.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3-1-1. 개 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의료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등의 생활안정자

금대출 및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대출이 있다.  

<표 3-1>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출조건

대출과목 대출한도(천원) 금  리 융자기간

생활안정자금 15,000 3% ~ 4% 5년 이내

학 자 금 10,000 2% 5년 이내

3-1-2. 의료비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출한 금액 또는 현재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본인 및 생계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 급여, 

비급여를 포함하여 본인 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부양하지 않더라도 의료비 지원을 인정한다.

3-1-3. 재해복구비

화재,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이미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1-4. 생활비

차입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거나 재취업 훈련 중인 자가 본인을 포함한 부

양가족의 최대 3개월 생계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1-5. 결혼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대출상담 차입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하였거나 결혼할 예정인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 지출액에 대하여 소액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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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임차보증금

지원 가능한 보증금은 신규 또는 재계약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임대차계약 체결분을 지원한다.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대상인 주택에 한하여 보증금지원이 가능하며, 이 때 계약서상 임차인이 부

양가족인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차물건에 근저당을 제외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채권보전조치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3-1-7. 기타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등으로 월세 및 기타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전기료, 공과금, 국세 등을 미납할 

만큼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등 소요자금 용도가 명확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휴업, 폐업 중인 영세자영업자의 제품 등 구입자금 또는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보수⋅교체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3-1-8. 학자금

본인 및 부양가족의 정규교육과정 대학등록금51)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등록금 고지서상

의 총액 이내로 지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채무

조정 확정자를 신청인으로 하며,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출한 등록금 또는 현재 지

출예정인 등록금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3-2.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3-2-1. 개 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비구입비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운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표 3-2>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조건

대출과목 대출한도(천원) 금  리 융자기간

시설개선자금 15,000 3~ 4% 5년 이내

운 영 자 금 15,000 3~ 4% 5년 이내

5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

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으로 하며, 학점은행

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및 대학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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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설개선자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가 영업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교체⋅보수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상담 및 차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을 구입한 경우

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담보물 평가기준에 의한 유효담보가액의 80% 또는 구입(예정)금액을 비교하

여 낮은 금액으로 정하나, 지원가능액이 5,000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보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구입(예정)금액까지 지원가능하다.

3-2-3. 운영자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가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제품, 반제품, 원재료의 구매자금 및 사업장임차보증

금 증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인이 부양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신청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

하다.

3-3. 고금리차환자금

3-3-1. 지원대상

고금리 차환자금은 대출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금리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날부터 경과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동 고금리 대출이 

과거에 차입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한 대출이면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이란 채무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이 연 20% 이상인 채무로 대출한도는 15백

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고금리차환자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3-3-2. 지원 부적격

대출금이 개인사채이거나 미등록 대부업체 채무인 경우 비록 고금리대출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여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매입52) 또는 대환하여 

52)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국민행복기금주식회사, 기초수급자지원을 위하

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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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다면 동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차환자금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채무조

정 지원 당시 협약 외 채권기관으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협약가입기관인 경우

에는 고금리차환자금대출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수정조정으로 채무조정에 포함함으로써 자

금지원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4. 동일인 대출한도

동일인 1인당 최저 대출금액은 50만원 이상이며, 대출종류별 한도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

의 만 단위를 절상해 대출금을 지원한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최대 15백만원 범위 내에서 대

출과목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자금이 타당한 경우에는 동일인 한도 범위 내에서

기 대출금 외에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동일인대출한도 및 대출과목별 한도 이내인 경우에도 소요자금별 융자한도53)를 초과해서

는 안된다.

<표 3-3>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대출한도 공통적용사항

채무조정 상환기간 대출한도

채무조정 6~8개월 납입자 대출한도 최대 2백만원

채무조정 9~11개월 납입자 대출한도 최대 3백만원

채무조정 12~23개월 납입자 대출한도 최대 10백만원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납입자 대출한도 최대 15백만원

* 완제자의 경우 24개월 미만 납입 후 완제시 대출한도는 최대 10백만원이며, 24개월 이상 납입 후 완제자

는 대출한도를 최대 15백만원로 함

**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대출 중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은 대출한도를 최대 10백

만원으로 함

5. 신청서류

관공서(주민센터,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징구하며, 

소득증빙서류는 증명이 가능한 소득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일용직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소요자금 확인 서류는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전까지의 서류를 징구한다. 타 

기관에서 채무조정을 지원 받은 자, 국민연금대여자 및 고금리차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는 해당기관의 채무조정 정보와 상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를 

반드시 징구한다. 단, 채무조정 정보와 상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기관 서식이나 홈페

53) 의료비-본인부담금, 재해복구비-실복구비, 생활비-3개월간 생계비, 임차보증금-증액되는 보증금 범위 내, 기

타 생활안정자금-3개월간 생계비 또는 미납(지출)액 범위내, 학자금-고지서상 총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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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출력물 등의 자료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차입신청 자금용도가 명확하나 소요자금 확인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진

술에 의한 소요자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요자금 확인서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소요자금 확인서류 징구를 생략한 경우 대출금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하며, 학자금과 고금리

차환자금은 소요자금 확인서류 징구를 생략할 수 없다.

<표 3-4> 소액금융 신청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사본 제출
가능 여부

본인 확인 실명확인증표 가능

소액금융 신청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위원회 양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위원회 양식)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서울보증보험 양식)

불가

소득 증명

급여소득자

(택일)

급여계좌 거래내역(최근3개월)

급여(상여)명세서(최근3개월, 사업주 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급여 기재, 고용주 직인 날인)

가능

사업소득자

(택일)

급여계좌 거래내역(최근3개월)

급여(상여)명세서(최근3개월, 사업주 직인 날인)

위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

(택일)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증명)진술서(위원회 양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명(진술)서(위원회 양식)

연금소득자 연금수령계좌 거래내역(최근3개월)

기타 소득증명(진술)서(위원회 양식)

주거지 확인 및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별도 거주하는 경우) 가능

재산 증명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개인신용보험 미가입건에 한해 징구
가능

사회취약계층 증명

기초수급자증명원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부양자, 장애인부양자,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가 주민등록등본 상 증빙이 어려운 경우)

가능

기타 필요서류

소요자금 확인서류

  - 의료비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납입영수증), 재해복구 사실확인서, 견적

서, 물품구매 계약서,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

서, 등기부등본 등

개인회생인가결정문, 변제수행납입증명원, 개인회생면책결정문

기금출연 주체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 해당서류

금융거래확인서(소액금융대출 신청용)

  (위원회 양식/타기관 신청자 징구서류)

가능

(위원회

양식제외)

※ 제출서류는 원본 징구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상기 표에 따라 사본으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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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희망힐링론

금융회사 등이 법인카드 포인트를 신용회복위원회에 기부하고 동 재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등 금융 피해자 중 연간 소득액이 2,000만원 이하인자(신

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4,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을 

지원한다.

1인당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기간은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은 2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상환기간 도래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하되 원금 상환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경우에 한하여  

소액금융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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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지원

Ⅱ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

Part 03_ 다중채무자 금융 ․ 복지지원제도

1. 개요

’08. 3월 휴면예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09. 9월 미소금융중앙

재단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이후 ’16.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

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재출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과 보험업권의 휴면예금, 기부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보증, 안전망대출,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이나 기업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지역미소

금융재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실제 서민대상 금융지원은 이들 재단이 수행한다. 

2. 미소금융 

2-1.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개인신용 6등급54)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인정된다. 은행과 기업에서 설립한 

미소금융재단과 지역미소금융재단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미소금융지원 부적격자에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등)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55), 서민금융진흥원(복지사업자, 미소금융지역지점 포함)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

터 금융지원을 받은 자(한도 차감 후 지원가능),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

54)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신용등급 무등급자도 포함) 

55) 단, 공공정보 등재가 되었더라도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자,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자,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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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자 등이 있다. 

2-2. 대출종류

대표적인 미소금융 대출상품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이 있다.

<표 3-5> 미소금융 대출상품

구  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상 창업(예비)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미소금융이용자

지원조건

- 상품성 있는 소규모

업체를 발굴, 창업희망

자가 있는 경우 연계

- 창업시 임차자금, 권

리금 등 지원

- 6개월 이상 운영중

인 자영업자

- 원재료 구입 등 운

영자금

-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

- 시설보수가 필요

한 집기 등 구입자

금

-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 미소금융 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을 

12회차 이상 납부

하고 최근 3개월 누

적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 상환자

대출한도
7,000만원 이내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이내)

2,000만원 이내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이내)

2,000만원 이내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이내)

500만원 이내

(증빙자료 제출시 

1,000만원이내)

이자율
(원금

상환기간)

연 4.5%

(무등록사업자는 

연2.0%)

연 4.5%

(무등록사업자는 

연2.0%)

연 4.5%

(무등록사업자는 

연2.0%)

연 4.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기간
최대 6년

(거치 1년 이내)

최대 5.5년

(거치 6개월 이내)

최대 5.5년

(거치 6개월 이내)

최대 5년

(거치 1년 이내)

이외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 ․ 청년, 전통시장 상인,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만 19세~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대학생 및 청년 중 ⅰ)개인신

용 6등급 이하,,, ⅱ)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이하, ⅲ)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1,200만원 한도, 6년 거치 7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출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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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을 대상으로 점포 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만기 연 4.5%의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취업성공 대출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하기 전 일시적인 공백기동안 생활

비를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다. 미소금융지원대상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서민금융

진흥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3개월 이내 취업에 성공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3년 만기 연4.5%,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

식으로 지원한다.

교육비지원 대출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방과 후 학교활동 및 고교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다. 미소금융 지원대상자 중 초․중․고등학교

에 재학(입학)하는 자녀를 둔 저소득, 저신용 가정에 대하여 최대 5백만원 한도로 5년 만기 

연 4.5%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교육비 자금을 지원한다.

미소금융 지원대상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해 생계자금, 교육비,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5년 이내 연 3.0%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입학)하는 자녀를 부양

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5년 이내 연 4.0% 원리금균등분할상

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은 사회적 취약계층 중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2년 이내 연 2.5%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3. 햇살론 

’10. 7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행한 햇살론 신용보증 사업을 ’16. 9월 근로자 사업부문 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개인

사업자 사업부문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분리･이관하였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최대 연 10.5% 이내 (보증료 약 1.0% 별도)의 중․저금리

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

증부 대출이다.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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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농림어업인⋅근로자(일용직⋅임시직 포함) 또는 기

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자이다. 연체 등 정보 등록자, 어음 ․ 부도거래처 등 건

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사업운영자금(최고 2,000만원), 창업자금(최고 5,000만원), 생계자금(최고 

1,500만원), 긴급생계자금(최고 500만원) 등 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금리는 상한

선을 두어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의 경우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생계자금은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토록하며,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출 상담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

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과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다. 

햇살론 대환자금도 운영 중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한 연 20.0%이상의 대부업체,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카드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중인 자에게 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연 10.5%의 저금리 전환대출을 지원한다. 단, 신청자의 소득 대비 채무상환 비율

이 40.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자격에서 제외한다. 

대학생･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의 임차보증금도 지원한다.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 29

세(군필자의 경우 31세) 이하의 청년 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대 2,000만원 범

위 내에서 최대 2년 이내 연 4.5%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4. 안전망 대출 

’18.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0%) 시행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24.0% 초과 고

금리대출을 이용한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8.2.8일부터 시행 중인 대출이

다. ’18.2.8일 이전 24.0% 초과 고금리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며 만기가 6개월 이

내로 임박한 저신용 ․ 저소득자56)가 신청할 수 있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

에서 기존 고금리채무를 대환하는 지원시스템이며, 이자율은 연 12.0% ~ 24.0%로 최대 10

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이 가능하고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최대 3%p(총 상환기

간 중 최대 12%p)의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56)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근로자는 연소득 4,500만원, 영세자영업자는 5,000만원 이하인 자, 

저소득자는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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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금융지원

Part 03_ 다중채무자 금융 ․ 복지지원제도

1. (주택금융공사)주거안정 임차보증금 특별보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중인 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시

행하는 보증사업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제 1금융권에서 저리의 전(월)세자금 대출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기관57)의 채무조정을 통해 24회차 이상

(사전채무조정은 12회차 이상) 변제금을 납입한 자 중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이하인 

전(월)세 주택에 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3,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기타 연체정보등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는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보증료율(연 0.05%)을 적용하며 2억원 초과

인 경우 연 0.08%~0.12%를 적용한다. 

2.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저소득 근로자에게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자녀 교육비 등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긴급 생활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가계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

비)대출은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소액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금체불 생계비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이고,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57) 신용회복지원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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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중 ⅰ)의료비 ․ 장례비 ․ 임금감소 생계비는 1,000만원, ⅱ)

혼례비 1,250만원, ⅲ)부모요양비는 부양자 1명당 연500만원, ⅳ)자녀학자금은 자녀1인당 

연 500만원, ⅴ)소액생계비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금체불생계비는 체불임금 범위 내에

서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 2.5%의 금리를 적용하고.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소액생계

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연 0.9%(임금체불 생계비의 보증료는 1%)의 보증료는 신청

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변경이 불가

하고 대출 만기 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3. (근로복지공단)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3주 이상 고용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 혹은 비정규직 근로

자로서 연간소득(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이 4인 가구 중위소득(’19년 기준 

55,362,432원) 이하인 자의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월별 한도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 1.0%의 

금리 하에서, 상환 스케쥴을 택한다.(1년 거치 3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 거치 5년 

분할 중 택1) 보증요율은 연 1.0%이고 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대출(연 20%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15%이상)을 국민행복기

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상품이다.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정상 상

환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환 대상 대출이 보증채무, 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

드 사용액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금 3천만원 이하 고금리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 6~10등급자로서 근로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부양가족 2인 이상은 5,000만원 이하)일 때, 영세자영업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58) 대출 금리는 연 6.5~10.5%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으

로 적용받는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누적 4회 이상 연

58)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특수채무자인 경우 신용등급 제한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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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록 보유자, 연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 (국민행복기금)소액대출 

채무조정59) 약정 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에게 생활안정자금용도의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신청 대상은 ⅰ)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

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9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

나 완제(3년 이내) 한 자, ⅱ)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9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완

제(3년 이내)한 자, 또는 ⅲ)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중

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자이다. 

최대 1,500만원을 연 3.0~4.0%,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이다. 신용정보 조회기록 상 채무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 되어있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자,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자,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자, 미

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자,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새희망홀씨대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16개 국내은행에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

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한 것으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금리는 다양하게 적용된다. 대출여부는 

각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9) 개인회생 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

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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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잇돌대출

희망홀씨 이용자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자, 사회초

년생, 연금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16.7월부터 은행권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으로 중․저신용

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되었다.

이용대상자는 상환능력이 있는 근로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봉 2,000만원 이상), 사업

자(1년 이상 사업영위, 연소득액 1,200만원 이상) 및 연금 소득자(1개월 이상 수령,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상)이다.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지

원한다. 금리는 연 6.0~10.0% 사이이다.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전액 보장하되, 보증료를 

대출 금리에 포함하는 구조이다. 

한편 저축은행에서도 은행권의 사잇돌 대출 탈락자, 고금리대출 이용자, 300만원 소액대

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잇돌대출(Ⅱ) 상품을 출시하였다. 사잇돌대출(Ⅱ)은 근로소득 1,500

만원 이상, 사업 및 연금소득 연 8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연 이율 5.0~20.0%(평균 

15.0%)를 적용하고,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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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 비교>

구 분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대상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등급 

5등급자 중 ① 채무불이행 경

험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금

융거래 실적이 없는 자 또는 ②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최

근 1년간 금융거래 실적이 없

는 자도 신청이 가능)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해당

  중 1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용

등급 6~10등급(무등급 포함)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근로자 (일용직

⋅임시직 포함) 

용도
(대출한도)

․ 생계자금 및 사업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

․ 창업자금(최대 7,000만원)

․ 사업운영자금(최대 2,000만원)

․ 창업자금(최대 5,000만원)

․ 사업운영자금(등록사업자 최대 

2,000만원, 미등록사업자 최대 

1,500백만원)

․ 긴급생계자금(최대 5백만원)

금리 6.0~10.5% 수준 (은행자율)
연 4.5% 

(무등록자영업자는 연 2%)

연 10%대 초반 (보증잔액의

1.0% 보증료 부담)

대출기간
1~5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최대 5년 

(6월~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창업⋅사업운영자금 (1년 거치 4

년 이내 균등분할)

․ 긴급 생계자금(최대5년, 거치1년 

별도)

취급처
국내은행(16개) 영업점 전국 은행, 기업 미소금융재단, 

지점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

고, 저축은행

재원
(보증)

은행 자체 자금 (신용대출) 재계 및 금융권 기부금, 휴면예금 

(무보증)

서민금융회사 출연금 및 정부 재

정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서민금

융진흥원 보증)

주요특징

․ 취급점이 많아 접근성  용이

․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일반적인 금리는 햇살론 수

준

․ 대출요건이 엄격(창업자금으로 

제한, 창업 시 자기자금 30% 

보유, 창업교육 이수 필요)

․ 금리는 가장 유리

․ 대출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

다로움(대출 대상자 범위 및 대

출용도가 상대적으로 넓음)

                               출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일부수정(’18.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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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복지지원

Part 03_ 다중채무자 금융․ 복지지원제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1-1.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

람’을 대상으로 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

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폭

력,학대)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②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 환산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

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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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ʻ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

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참조하여 작성)

<표 3-7 ’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853,504원씩 증가

1-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 및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를 

지급한다. 

1-2-1.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시) ’19년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원을 뺀 

78만 4,061원을 지급(원단위 올림)

1-2-2.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소

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의 본인부

담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

이 이루어진다.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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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처방전 1매당)

2종 
입원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급여비용의 10% - 

외래 1,000원 급여비용의 15% 급여비용의 15% 500원(처방전 1매당)

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

자)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표 3-8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기준> 

1-2-3.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

여를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인 자가 선정 대상이 된다. 임차가구

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에는 노후된 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하게 된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

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를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

1-2-4.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용

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와 교과서 대금을 제외한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지원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이에 더해 추가

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한다.(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

급하며 교과서 대금 등은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로 

71,000원을 연 1회, 부교재비로 132,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

로 81,000원을 연 1회, 부교재비로 209,000원을 연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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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8 3,156,581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1-2-5. 해산급여

해산급여란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4%이하인 자가 선정 대상이 된다.(교육급여만 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의료기관

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포함하여 1인당 600,000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200,000원). 

1-2-6.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한다.(교육급여만 지급받는 수급자는 제외).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이며, 금액은 1구당 750,000원을 지급한다.

<표 3-9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19년 기준)> 
                                                                          (단위 : 원/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출산 또는 사망 시 해산급여, 

장제급여도 수령할 수 있다.

1-3.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 세부사항 문의: 방문상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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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보건
복지부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
구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90% 할
인된 가격으로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이며 기준 중
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대상자

(저소득층 우선지원)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무
료로 안검진 실시 및 개안
수술비 지원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평균비용 : 망막증 105만원 
백내장  24만원

보건소에 신청

희망키움통장Ⅱ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소득조건 유지시 매월 근
로 소득장려금지원

  (10만원, 1:1 매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행정
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임금 지원
- 주30시간 근무, 
월90만원 가량 임금 지급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산업
통상
자원부

저소득층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시공지원 : 단열, 창호, 바
닥 공사 지원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
름 보일러 교체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기관, 에
너지복지단체 등으로 신청

2. 차상위계층 지원

2-1.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19년의 기준 1인 가구 853,504

원/ 4인 가구 2,306,768원)인 저소득 가구를 말한다. 저소득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

자로 인하여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

상이다. 

2-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0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앙부처 연계 지원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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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차상위계층 중 LP가스를 
호스로 사용하는 가구

LP가스 호스시설 주택의 금
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

전기요금 할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상이
자, 유공자 및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
 (월 최대 16,000원)
 *장애인유공자
 (월 최대 16,000원)
 *차상위
 (월 최대 10,000원)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

교육부 국가장학금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
위계층~소득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범위 내 연간 최대 
520만원(기초･차상위)부터 최
소 67만5천원(소득 8구간)까
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고용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Ⅰ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
  그램 제공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하여 
신청(☎1588-1919)
온라인 신청 가능

 * www.work.go.kr

문화체
육

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6세이상)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및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통
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
드)를 발급
*개인(카드1매)당 연간 7만
원 이내

온라인 발급 (www.mnuri.kr/☎ 1544-3412) 또는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과학기
술
정보
통신부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차상위계층 대상 이동전화 기본료, 통화료
(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가구당 4
인까지)※ 알뜰폰은 전용요금제로 감

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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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명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저소득층 등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사업

저소득층 및 기술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
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

TV 제조사에 공모하여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 TV를 알선
- TV 제조사와 협조하여 
특정기능이 내장된 디지털 
TV를 시판되는 유사 
모델보다 저렴하게 알선하면 
신청자가 구매대금 부담 
(별도 현금지원 등 지원아님)

124콜센터로 전화 신청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참여제한: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원 이상)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240원
~ 6만 8,240원(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160시간, 
근무기간: 약 10개월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참고: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가이드북)

3. 한부모가족 지원(’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기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여기에서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

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 

3-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말하

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에 병역의무를 이

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19년 기준 2인 가구 1,511,395원/ 3인 가구 1,955,217원) 이하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

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3-2. 지원내용

3-2-1.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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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급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5만

원 지급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급

* 조손가족이란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3-2-2. 청소년한부모 교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19년 기준 2인 가구 1,743,917원/ 3인 가구 2,256,019원) 

이하이면서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외에도 

부 또는 모를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고등학생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전국의 지역교육청에 등록된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

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 시 연 최대 154만원까지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지

급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의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급

(재학 중인 학교로 입금)

- 자립지원촉진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학업직업훈련, 

직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월 10만원 지급

3-2-3. 주거 지원 

주거지원을 통해 국민주택 우선 분양권, 우선순위 입주권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일정기

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해주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소대상별로 모자가

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3-2-4. 법률 지원

법률지원 등 기타 서비스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

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

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부양 서비스, 가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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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 가족상담·치료 및 정서지원과 같은 가족력 회복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3-2-5. 기타 지원

이통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지급 등의 추

가 민간지원을 받을 수 있다.

3-3. 신청방법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 세부사항 문의: 방문상담 또는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온라인 홈페이지 여성가족

부 맞춤형서비스 - 한부모가족(www.mogef.go.kr/withmom)

4.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지원

4-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에 따라 인

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

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을 말하며,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

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가 사회에 잘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인지 :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  

하는 것.

4-2. 지원내용 

총괄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2-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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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

성 증진을 위한 상담

-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4-2-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또

한 온라인학습기관(누리-세종학당, 고려사이버대학교, EBS두리안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고취시킨다.

4-2-3.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

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한다. 

4-2-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

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2-5. 기타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지원사업 등 다양

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총괄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

해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이해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4-3. 신청방법 

*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세부사항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포털(www.live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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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가구가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시행한다.

5-1-1.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 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5-1-2.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9년 기준 1인 가구 1,280,256원/ 4인 가구 3,460,152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이하, 농 어촌 1억 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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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원내용 

<표 3-11 지원종류 및 지원내용(’18년 기준)>

구 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1,194,900(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0,000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 643,200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이용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지원 / 1,450,500원 이내

(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긴급한 교육비가 필요한 학생에게 금전 및 현물등을 지원 /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연료비 지원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98,000원(10월∼3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600,000원 1회 

장제비 지원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750,000원 1회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주급여(생계․주거) 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

함)을 지원 / 500,000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5-3. 신청방법

*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 세부사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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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취약계층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상담, 직업훈련, 취

업알선 등의 단계별 지원과 함께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도

이다.

6-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Ⅰ유형(취업취약계층)과 Ⅱ유형(미취업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되며, 신용회

복지원자는 고용노동부기준에 따라 Ⅰ유형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유형별 상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6-1-1.Ⅰ유형(만18~69세 /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신용회복지원

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비주택거주자(노숙인 등), 건설일용근로자, 니트족 등이 지원

대상이다. 장애인의 경우 2017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장애인 취

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할 수 있다. 

6-1-2. Ⅱ유형(만18세~69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마지막 학년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

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

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그 지원대상이다.

6-2.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

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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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진단 및 경로설정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최대 2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 Ⅰ유형 : 15만원 ~ 25만원 지급 

  - Ⅱ유형 : 15만원 ~ 20만원 지급 

(2단계) 
취업의욕, 

취업능력 증진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만원  

지급

(3단계) 
집중취업알선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60)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

  - 월 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

<표 3-12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내용(’19년 기준)>

 * 취업성공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최대 

150만원)

6-3. 신청방법 

① 신용회복지원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참여 추천서를 발급받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 소속 직업상담사에 신청

* 대표전화(☎ 1600-5500) 상담 후 팩스발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② 일반 지원자 : 주소지관할 전국고용센터에 신청

* 대표전화(☎ 1350) 

7.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원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소

득(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및 자녀장

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

60) 연령: 만 35~64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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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7-1. 지원대상

지원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가구요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참조)

’18. 12.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00. 1.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48. 12. 31일 이전 출생] ③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④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88. 12. 

31일 이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②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족가

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전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③ 주택 요건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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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2.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

만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5. 1

일~31일)을 지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

려금, 자녀장려금의 10.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7-3. 신청방법

* 신청 : 매년 5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세무서 방문 신청

* 제외 대상 및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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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약어표

약 어 정식명칭 약 어 정식명칭

채무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변 리 변리사법

공무연 공무원연금법 노 무 공인노무사법

민 집 민사집행법 감 평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민 민법 세 무 세무사법

국가공 국가공무원법 행 정 행정사법

지방공 지방공무원법 학 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사 립 사립학교법 중 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

한법률

변 호 변호사법 신 탁 신탁법

공 증 공증인법 상 상법

법 무 법무사법 회 계 공인회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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