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8
관정빌딩 8~13층 (우 ) 06645
Tel : (02) 6010-6565 Fax : (02) 6010–6566

한전 학자금 소송 안내
□ 개요

한전이 근로자분들께 학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근로자분들을 대리하여 급여(3, 6, 9, 12월 상여금)에서 자녀 대학 학자금 상환 명목으로 고
제한 금액의 반환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여대상 및 방법

· 대상 :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퇴직자 전원
· 자격 : 한전 또는 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으신 근로자분들 전원
̊ ̊ ·지원
̊ ̊ 시기와
̊ ̊ ̊ 관계없이
̊ ̊ ̊ ̊ 모두 참여 가능
- 1학기 이상 대출·지원받으신 분들은 대출
· 방법 : ① 첨부 엑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② e-mail 접수 [lawcase@pyanlaw.com] →
③ 착수금 50만 원 입금(확인 문자 발송됨) → ④ 자택으로 우편 발송 → ⑤ 위임장 기

명·날인 및 첨부서류를 회신용 봉투에 담아 「평안」으로 발송(등기번호 직접 조회 가능)
̊ ̊ ̊ 본인의
̊ ̊ ̊ 명의
̊ ̊ 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착수금은 신청인
입급 계좌 : 국민은행 477401-01-214344 법무법인 평안
□ 학자금 대부 시기별 안내

자녀학자금 제도 내용
한전
시기

조건

1998. 12. 31. 이전

복지기금
범위

2010. 1. 1. ~
2014. 12. 31.
2015. 1. 1. 이후

범위

전액 지급

1999. 1. 1. ~
2009. 12. 31.

조건

자녀 2명 한도
(이하 동일)

자녀 수

대출형식으로

제한 없음

전액 지급

학점에 따라

(무이자)

차등 지급

전액 지급
학기당
350만 원 한도
(최대 80%)

학점에 따라

학기당

차등 지급

200만 원 한도

* 한전은 2015. 1. 1. 학자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이미 대부한 학자금에 대
해서도 변경된 규정(최대 학기당 200만 원 한도)을 소급 적용함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8
관정빌딩 8~13층 (우 ) 06645
Tel : (02) 6010-6565 Fax : (02) 6010–6566

□ Q&A
대출계약 관련
Q 현재까지 상환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참여
가능한지?

대출시기 관련
Q 2010년 이전 대출자만 참여가 가능한지?

A 대출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학자금을

A 가능합니다. 본 소송은 대출 채무가 없다는 것을

1학기 이상 대출·지원받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

확인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트라넷(학

가능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대출금액 인정

자금 상세내역)을 통해 대출 내역 등을 확인해

액수 및 반환금액 등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대출계약서·이행서류(보증보험 포함) 등을 작성·
서명·제출했는데도 참여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
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 관련
Q 퇴직하면서 전액 상환하였는데 참여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본 소송은 급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문의

Tel

: (02) 6052-1166 한전 학자금 소송 센터

Homepage : www.pyeonganlawfirm.com – 집단소송 – 한전 학자금 소송
e-mail

: lawcase@pyanlaw.com

* 문의 사항을 e-mail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학자금 소송의 간략한 정보 전달”을 위해 법무법인 평안의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참여대상자마다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