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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가계대출이 증가한 개별 조합 금※
융회사에 대해 면담과 개 조합 금융회사 현장점검
실시

➋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말씀 참고자료

·

CEO

1

인사 말씀

※ 상호금융 조합 82개(70개에서 확대), 저축은행 5개, 여전사 7개, 보험사 10개

□ 작년 한해 가계부채가 조원 증가한 데 이어
금년 월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ㅇ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작년 분기 이후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ㅇ 제 금융권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리스크 관리 보다 자산늘리기 영업 에 치중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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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지속될 경우
향후 금리인상 등에 따라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됨으로써
ㅇ 해당 조합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개별 조합 금고 중앙회는 물론
주무부처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필요
,

,

□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➊ 전 업권에 걸쳐 각 조합·금융회사가 당초 자체 계획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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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일 실시한데 이어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에서 로 상향하는 등의
건전성 감독 기준 강화를 추진 규정변경예고
향후 상호금융 가계부채 증가속도 리스크관리 점검결과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방안도 검토할 계획
□ 주무부처와 중앙회도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림
➊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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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천억원 이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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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여타 조합은 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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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집단대출 공동대출 권역외대출에 대한
점검 및 리스크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
➌ 행자부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다른 상호금융과 같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다른 상호금융과 동일한 내용의 건전성 강화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➍ 아울러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가
자칫 서민층의 자금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 조합 금고에서 햇살론을 적극 취급하고
상반기중 취급예정인 사잇돌대출도 적극 공급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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