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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년 상반기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 (’20년 상반기 공급실적) 1.9조원을 공급하여 ’20년 공급목표(3.4조원)
대비 55.6% 수준
◦ 평균금리는 6.15%로 전년동기(7.22%) 대비 1.07%p 하락
◦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91.8%로 대부분

⇒ 서민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및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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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홀씨 대출 개요
▷ 지원대상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 금리 및 대출한도 : 연 10.5% 상한,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결정
▷ 우대조건 : 성실 상환자 500만원 추가 지원 및 금리감면
취약계층, 금융교육 이수자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등
▷ 이용방법 : 은행 영업점(서민금융 상담청구)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

□ (은행권

년 상반기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조
명 으로 년 공급목표 조원 대비
수준 달성
*

(111,844

전체 실적)

’20

1

’20

)

(3.4

)

억원

8,897

55.6%

* 산은, 수은 제외한 15개 은행

◦ 코로나 로 영업점 방문고객이 감소 하고 저금리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상황 에서도 꾸준히 공급
*

19

**

* 상품특성상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 타 상품과의 비교 설명 및 권유 등을 통해 취급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5% 초저금리대출 등 정책자금이 공급됨에 따라 상대적
으로 금리수준이 높은(6~7%) 새희망홀씨 수요 감소

◦ 동 추세 유지시 년 공급목표는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
’20

연도별 상반기 공급실적 추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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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금리) 년 상반기 새희망홀씨 평균금리 신규취급분 는
로
전년동기 대비
하락
◦ 금리하락 추세에 따라 새희망홀씨 평균금리도 하락세 지속
’20

(

)

6.15%

1.07%p

(7.22%)

*

* (’20.1) 6.59% → (’20.2) 6.31% → (’20.3) 6.22% → (’20.4) 6.16% → (’20.5) 6.03% → (’20.6) 5.73%

◦ 년 이후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보다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가계신용대출 금리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
’17

평균금리 추이

□ (수혜자) 저신용 신용등급 등급 이하 또는 저소득자 연소득 천만원 이하 에
대한 대출이
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코로나 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취약계층의 은행권 접근성 제고에 기여
□ (은행별 공급실적) 신한 억원 농협 억원 우리 억원 국민
억원 하나 억원 順으로
◦ 상위 개 은행의 실적 조원 이 전체 실적의 대부분 을 차지
◦ 특히 농협은 전년동기 대비 억원이 증가하여 년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 를 시현
(

7

)

(

3

)

91.8%

19

(3,469

),

(2,695

5

(2,465

),

(3,265

),

(3,107

),

,

)

(1.5

,

)

(79.4%)

575

3

*

* [’18.상반기] +631억원(82.9%↑), [’19.상반기] +1,298억원(93.2%↑), [’20.상반기] +575억원(21.4%↑)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