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기준  

 

 

 1/14 

 

 

 

 

Operations 

 

 

 

 

 

 

 

 

수수료 부과 및 감면기준  

Oct. 1. 2021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기준  

 

 

 2/14 

Contents 

1. 범위                         

 

2.  수수료 등 부과기준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 

2.3.  일부 상환 수수료 

2.4        승계 수수료 

2.5        신차 대차 기준에 따라, 기존 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해배상금  

 

3. 수수료 감면 기준 및 권한 

3.1. 중도상환수수료,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규정손해배상금  

3.2.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차량 반납 시 

3.3. 승계 수수료 

3.4. 이자 및 수수료 

3.5. 과태료 및 범칙금 

3.6. 자동차세 감면 

 

 

4.  개정 이력 

 

5.  승인 

 

 

 



 

 

 

 

 

 

Work Instruction 

 수수료 부과 및 감면 기준  

 

 

 3/14 

1. 범위 

 

적용 시기 2021. 7. 15 일부터 적용 

적용 기준 금융상품   이벤트  기타 

적용 범위 
 할부금융 

 금융리스 

 운용리스 

 중도상환  

 일부 상환 

 승계 

 감면 

 신차 대차  

 금융감독원 기준 – 

사망 건, 차량결함 등  

 

2. 수수료 등 부과기준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승용차, 상용차 

 

실행일 

계약기간 

2015 년 1 월 1 일부터~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1 년이상인 경우 
미 회수 원금 x 1% + 미 회수 원금 × (2% : 수수료 율 – 1%) × [잔존기간 / 

(대출기간 －30 일)]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1 년미만인 경우 미 회수 원금 × (2% : 수수료 율) × [잔존기간/ (대출기간 －30 일)] 

* 30 일 이내 상환 시, 대출기간을 30 일로 간주한다. 

**무이자할부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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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 

2.2.1 금융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규정손해배상금과 일부 상환 수수료 

계약 실행 일자  2015 년 1 월 1 일 이후 ~ 2019 년 10 월 31 일 까지 실행 (a) 2019 년 11 월 1 일 이후 (b) 

규정손해배상금 c. 상환 일자 기준 미 회수 원금 × 2% (수수료 율) 

d. 잔여 이자의 총액 

 (c)와 (d)를 비교 하여, 더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상환 일자 기준 미 회수 원금 × 2%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승계계약건의 

적용 기준 

2019 년 11 월 1 일 이후 승계된 리스 계약의 경우에는 승계 

일자를 규정손해배상금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실행일자로 

간주한다. 

NA  

기타   2015 년 1 월 1 일 이후 ~ 2019 년 10 월 31 일 실행 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a)와 (b)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리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 이어야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잔여리스료와 잔존 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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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운용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 손해배상금  

2019 년 10 월 31 일 까지 계약 (e) 2019 년 11 월 01 일 이후 계약 (f)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차량 반납 선택) 

계약 실행 후 1 년미만 해지 차량가격의 40% 미 회수 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40%)×(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계약 실행 후 1 년이상 2 년미만 해지 차량가격의 30% 

계약 실행 후 2 년이상 차량가격의 20% 

규정 손해배상금 

(차량 양수 선택)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4 회 초과 미회수원금의 10% 미 회수 원금 × 규정손해배상금율(15%)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4 회 이내  잔여기간 이자 

기타  

 2019 년 10 월 31 일까지 실행 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e)와 (f)를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리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 이어야 합니다.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잔여리스료와 잔존 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 

이어야 합니다. 

 

2.3. 일부 상환 수수료 

할부금융 – 승용차, 상용차 금융리스 운용리스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승용차, 상용차 기준과 동일  

2.2.1 금융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규정손해배상금과 일부 상환 수수료 

기준과 동일 
해당사항 없음 (원금 일부 상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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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승계 수수료 

계약의 승계는 금융 계약에 최소 한번 이상의 월 납입액이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즉, 월납입회차가 

남아있지 않은 금융 계약은 승계가 불가능하다. (승계 수수료는 전 차주에게 부과한다) 

PC/CV 금융상품  승계 진행 조건  승계 수수료  

상용차  할부금융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1,000,000 원  

승용차 

할부금융 

-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  

- 법인이 인수 합병되는 경우 계약자 변경 

- 법인의 보증인이 법인대표 였으나 법인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 보증인 변경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면제  

금융리스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1,000,000 원  

CPO 가 승계 받는 경우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 / 계약기간)  

*승계 수수료 최대 90,000 원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면제  

운용리스  

일반 승계  

미 회수 원금 X 2% X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최소 승계 수수료:  400,000 원 

최대 승계 수수료: 2,000,000 원 

CPO 가 승계 받는 경우 400,000 원 

계약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승계 
사망자 승계 시: 사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승계 시 

수수료 면제, 3 개월 이후 승계 시 2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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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차 대차 기준에 따라, 기존 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해배상금 

2.5 에 정의된 “신차 대차 금융 계약 시”라 함은  

i) 계약자가 신차를 추가 구매하면서 새로운 금융 계약을 진행할 경우, 기존 계약의 중도 상환 일이 새로운 

금융계약실행일 기준으로 전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하면 규정손해배상금을 정산(환불)한다.  

ii) 계약자가 신차를 추가 구매하면서 새로운 금융 계약을 진행할 경우, 기존 계약을 제 3 자에게 승계하고, 

기존 계약을 승계 받은 제 3 자(중고차매매상을 포함)가 계약을 중도상환 할 경우, 새로운 금융계약실행일 

기준으로 전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하면 규정손해배상금을 정산(환불)한다.  

단, 새로운 금융 계약 실행일로 부터 기존 계약의 중도상환일이 3 개월을 초과 하면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에 정의된 규정손해배상금이 적용된다.  

2.5 에 해당하여, 감면 및 환불 금액이 발생 할 경우, 별도의 내부 승인 없이, 부서에서 해당 금액의 검증 후, 

정산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iii) 재리스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작일(재리스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iv) 승계 계약의 경우 승계일을 계약 시작일로 한다. 

 

2.5.1 신차 금융 계약이 일반 상품 (리텐션 2.0 이 아닐 경우)을 따를 경우,  

2.5.1.1 기존 계약이 할부 금융과 금융 리스 상품일 경우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해배상금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승용차, 상용차와  2.2.1 금융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규정손해배상금과 일부 상환 수수료 에 따른다.  

2.5.1.2 기존 계약이 운용 리스 상품일 경우의 규정손해배상금 

운용리스 

계약 실행 후 1 년 또는 12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6% 

계약 실행 후 1 년 또는 12 회차 이상  2 년 또는 24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4% 

계약 실행 후 2 년 또는 24 회차 이상  3 년 또는 36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3% 

계약 실행 후 3 년 또는 36 회차 이상 미회수원금의 2% 

만기 4 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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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2.2.2 운용 리스 – 승용차 (Passenger Car)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 손해배상금 (a)  
2.5.1.2  신차대차 (b)    

  
2019 년 11 월 01 일 이전 

계약 

2019 년 11 월 

01 일 이후 계약 
기존계약이 운용리스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규정 

손해배상

금(차량 

양수 선택)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4 회 초과 

미회수원금의 

10% 
미 회수 원금 × 

규정손해배상금율(1

5%) ×(잔여 개월 

수/전체 개월 수) 

계약 실행 후 1 년 또는 12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6% 

계약 실행 후 1 년 또는 12 회차 

이상  2 년 또는 24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4% 

계약 실행 후 2 년 또는 24 회차 

이상  3 년 또는 36 회차 미만  
미회수원금의 3% 

계약 실행 후 3 년 또는 36 회차 

이상 
미회수원금의 2% 

만기까지의 

잔여 기간이 

4 회 이내  

잔여기간 이자 만기 4 회 이내 잔여기간이자 

: 신규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기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규계약 실행이 확인된 후 (기존 계약 종료일 

이후 3 개월이내)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정산 또는 환불 한다. 단, 기존에 납부 한 금액(a)이 (b) 금액 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환불 절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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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Retention 2.0 프로그램 (구. 키투키와 리텐션 상품의 결합 상품) 에 의한 신차대차금융계약 진행 시,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 손해 배상금  

계약자가 리텐션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차를 추가 구매하면서 새로운 금융 계약을 진행할 경우, 기존 

계약의 중도 상환 (운용리스상품의 경우, 양수 선택 시에만 적용)시, 기존 계약이 12 개월 이상 유지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과 여부를 따른다.  

기존 계약을 CPO 가 승계 받고, 승계 받은 계약을 CPO 가 중도 상환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12 개월 이상 

유지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와 승계수수료는 아래의 감면 기준으로 적용 된다.   

재리스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작일(재리스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승계 계약의 경우 승계일을 계약 시작일로 한다. 

기존 계약 할부 금융 & 금융리스 운용리스 

수수료 종류  중도상환수수료(할부) 

규정손해배상금(리스) 

승계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할부) 

규정손해배상금(리스) 

승계 수수료 

계약 실행 후 

1 년이상 또는 

12 회 이상  

100% 감면  100% 감면  100% 감면  100% 감면  

CPO 가 승계 받은 후,  

중도 상환 할 경우 : 

100% 감면  

그 외 :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승용차, 

상용차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 

NA 

 

CPO 가 승계 받은 후,  

중도 상환 할 경우 : 

100% 감면  

그 외 : 2.5.1.2 기존 

계약이 운용 리스 상품일 

경우의 규정손해배상금 

NA 

 

계약 실행 후 

1 년 미만 또는 

12 회 미만  

2.1 할부금융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승용차, 

상용차 

2.2. 리스 계약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및 

규정손해배상금 부과 

기준 

CPO 로 승계할 

경우 : 100% 감면  

그 외 : 기존 

승계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2.4. 승계 수수료) 

2.5.1.2 기존 계약이 

운용 리스 상품일 경우의 

규정손해배상금 

CPO 로 승계할 경우  : 

100% 감면  

그 외 : 기존 

승계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 (2.4. 승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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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수료감면기준 및 권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3.1 중도상환수수료(할부) 및 규정손해배상금(리스) 감면 

승인 요청 금액 산정 기준 구비서류  승인권한구분 승인권자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 이후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사망자의 채무를 중도상환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리스), 중도상환수수료(할부), 

연체이자 면제 

(단, 운용리스의 경우 본인 양수의 경우만 해당) 

사망 확인서  

NA Call Center  

자연재해 또는 고객 과실 50% 미만의 사고로 인한 

전손-기초 수익 율(IRR) 을 충족하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 

보험사 전손 공문 

기초 수익율(Initial IRR) 

=< 종료수익율(End IRR)* 

고객지원 팀장 

Head of 

Operations 

 

리스 계약은 고객 무과실(0%)의 사고로 인한 전손 - 

2018 년 7 월 1 일까지 계약 -기초 수익 율(IRR) 을 

충족하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 

리스 계약은 고객 무과실(0%)의 사고로 인한 전손 - 

2018 년 7 월 2 일부터 실행된 계약은 

규정손해배상금을 전액 면제 

차량 결함, 레몬 법에 의한 제조사 및 판매사에서 

차량 교환 및 환불 대상 확정 - 기초 수익 율(IRR)을 

충족시키는 규정손해배상금이 부과 

제조사 확인서 

딜러사 요청 공문 

기초 수익율(Initial IRR) 

=< 종료수익율(End IRR)* 

Head of 

Operations 

기초수익율(Initial IRR) > 

종료수익율 (End IRR) 

Head of 

Operations 

CFO 

*“종료 수익 율(End IRR)” 은 계약의 종료요청일자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율(IR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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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감면 – 차량 반납 시 

 승인권한구분 승인권 자 

중도 해지 (만기 전) 

차량 반납 

차량 중도 반납 시 발생 하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 

 Head of Operations 

 CFO 

 단, 중도 차량 반납 처리 시, 고객님의 실제 차량 반납 일자와, CMS ET closing date 의 차이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Cushion day rule 을 사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3 .3. 승계 수수료 감면 

 승인권한구분(승계수수료기준) 승인권 자 

승계 수수료 

200,000 원 미만  Head of Operations 

200,000 원 이상 
 Head of Operations 

 CFO 

 

3 .4.    이자 및 수수료 감면 

당사의 고객 시스템 에러, 시스템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고객에게 안내되었을 경우에 아래의 

요청 금액에 따른 승인권자로부터 승인 받고, 감면 처리 할 수 있다.  

 감면 신청 금액  승인권 자 

MB sure 만기 차량 반환 후 반환 

취소 시, 연체이자 감면 * 
전액  Remarketing 담당자 

이자 및 수수료 감면 

10,000 원 이하 수납 담당자 

100,000 원 이하 
고객지원팀장 

계약 관리 팀장 

1,000,000 원 이하  Head of Operations 

1,000,000 원 초과 
 Head of Operations 

 CFO 

*계약 관리 시스템의 상품 관련 전산 개발이 지연되어, 약관 대로 계약 관리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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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과태료 및 범칙금 감면 

감면 사유 감면 신청 금액 승인권자 

사전통지안내 과실 일부 감면  계약 관리 팀장 

사전통지안내 누락 전액 감면  계약 관리 팀장 

 

3 .6. 자동차세 감면 

감면 사유 감면 신청 금액 승인권자 

일할 계산 로직 상이 전액 감면 계약 관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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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이력 

Ver. Contents 
Revision 

date 

  Apply new ET Fee calculation for IF & FL contracts followed by FSS 

guideline 

 Waive of the overdue interest amount changed by authority 

2015.01.21 

 
2.2 condition changed for “purchase option” 

2.5 Note added 

3.4 waive authority changed 

3. waive of fine added 

3. total loss and natural disaster related condition added 

2017.01.02 

 
     2.2.2 Retention by Key2Key program 

     2.2.3 Retention by joint retention program 

2017.03.13 

 
     2.4 Succession handling fee : changed on IF and FL by “Loan act change 

regarding maximum interest rate” 
2018.02.08 

 
     2.1. Early Termination Fee for Lease contracts 

     2.4. Succession Handling Fee 

     3.4. Waive of interest and other charges 

2019.11.01 

V1.0 Effective of 1st May 2020, for the contracts that were activated before 1st Nov. 

2019, the lower ET redemption amount between the old and the new ET 

redemption amount is applied.  

2.1. Early Termination Fee for Installment Finance 

2.2. Early Termination Fee for Lease contracts 

2020.05.01 

V2.0 

2.5 승계 수수료 

2019.11 월 FSS 의 guideline 에 따라 승계 수수료 개편 이후 단순승계라는 조건으로 

승계 수수료를 추가 할인 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존재 하지 않아 단순 승계는 

영업직원승계와 사망자 승계에 대해서만 허용함. 

이외의 모든 승계 건은 Credit 의 approval 을 취득 해야 하므로 이미 개편된 승계 

수수료 계산을 하여 최소 승계/최대 승계 수수료를 적용한다. 

2020-July-02 에 LT 로부터 승인 완료 됨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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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2.5.2 Retention 2.0 프로그램 (구. 키투키와 리텐션 상품의 결합 상품) 에 의한 

신차대차금융계약 진행 시,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 손해 배상금 
2021.03.08 

2.4 승계 수수료 

2021-07-07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침(24% -> 20%) 으로 인하여 최소승계수수료 조항 

삭제(Only IF/FL case) 

2021.07.15 

2.5. 신차 대차 기준에 따라, 기존 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 및 규정손해배상금  

재리스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 시작일(재리스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승계 계약의 경우 승계일을 계약 시작일로 한다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