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01. 중금리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2019년 중금리대출 공급액 6,000억원 이상 목표
은행권내 선도적으로 無보증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 하였으며,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 6,000억원 이상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함

‘2019~
~ ‘2018.08

‘2017
중금리신용대출 판매 시작
 중금리 특화 신용평가 모형

 Big Data활용한 ML등급
개발로 금리 및 한도우대
High
신
용
등
급

평가정보

 사잇돌대출 추가 출시 목표

 중금리 신용평가모형 1년
4개월 운영으로 노하우 축적

 신상품 출시로 중금리시장
coverage확대

 은행 중금리 상품 대비 높은
한도, 경쟁력 있는 금리의
중금리대출 운영

 중금리 신용대출 전략 개선

 제 2금융업권 대출 710억원
상환효과

신용정보 기반
우량등급

Mid.

4,112억원 공급

BigData
우량등급

* ML : Machine Learning

은행권내 선도적으로 보증서
없는 중금리 신용대출 출시

노하우 기반 한도 확대운영
최대 5천만원(중금리 최초)

 2금융권 대출기관과 연계영업
* 원활한 자본금 확충 시 진행 가능
(사잇돌 대출 취급분 제외)

중금리 공급 확대 및
연계대출 시행

02. 중금리 활성화 방안

1년 4개월간 축적된 노하우로 중금리상품 운영전략 재정비

포용적 금융 동참
중금리 대출 공급확대, 서민부담 완화
기존상품 리뉴얼

사잇돌대출 출시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중금리 대상 및
공급 규모 확대

보증

• 상품 대상 확대 : 중신용자 유입 확대
- 신청 대상 확대

신용

ex) 신청 가능 CB 등급 확대,
신용카드 보유기간 완화 등

- 승인대상 확대

ex) 당행 자체등급 승인구간 확대 등

• 대출 한도 개선

- 등급별 최대 대출 가능 한도 개선

당행 중·하위 등급의 대출가능 한도 상향
(건전성 확보 가능 수준)

2017년

2018년

1단계

자체 신용대출 운영

Future
2단계

자체 신용대출
+ 사잇돌상품 운영

03. 주요 운영현황

은행권내 선도적으로 보증서 없는 중금리 신용대출 출시
은행 추가대출 한도 부족 고객 2금융권으로 전이 방지,
2금융권 이용 고객 중 상환능력 보유고객 1금융권 대환가능
(대상) 소득증빙 어려운 서민, 금융약자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한도) 은행 중금리상품 중 가장 높은 상품 최고한도
(금리) 자체 중금리 특화 모형으로 중금리 상품 中 최저 금리 지향
주요은행 중금리 상품 비교

순수신용상품 비교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 출처 : 각 은행 홈페이지 (2018년 9월 10일 기준)

최대
4.44%
5천 만원 (우대금리 1%)

D은행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4.40%

F은행

직장인

4.64%

G은행

직장인

4.65%
(우대금리 0.5%)

04. 주요 운영성과

2금융권 대출 이용고객 대출이자 절감 효과

2금융권 대출
상환 고객 * 57%

2금융권 대출 상환 액

약 710억원
×
2금융권 대출과 금리 차

중금리 고객 中 2금융권 대출 보유 고객

42%

약 16%p**

＝
전체 중금리 대출 실행고객

* 당행 오픈 ~ 18년 6월 末 기준 2금융권 대출 보유금액의 10% 이상 상환 고객

** ‘18년 5월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 대출이자율 22.4%(18.07.31 금감원보도자료),
당행 중금리상품(미니K 간편대출, 슬림K 신용대출) 평균대출이자율 6.19%

연간 대출이자 절감

약 11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