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462)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지원 절차 간소화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지원 절차 간소화>

•개선배경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개요>
○ 내 용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대 4년) 지원
○ 대 상 :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용 1~9등급(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중인 자, 면책ㆍ파산 후 5년 미경과자 등 제외)
○ 추진방법 : 道-주택금융공사-농협은행간 3자 협약을 통한 지원
○ 신청자는 사업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출 실행까지 약 20일 이상 소요됨
- 신청자격유형 중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경기도에서 발급한 추천서가 없더라도
농협은행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이자지원 대상 여부 판단 가능
⇒ 지원 절차 간소화(국민·영구임대주택)를 통해 기간 단축 및 신청인의 편의 증진 필요
<기존 발급 절차>
① 사업신청(신청자→주민센터), ② 신청서 전송(주민센터→道), ③ 대상자 적격심사, 추천서 발급(道→신청자),
④ 대출신청(신청자→농협은행), ⑤ 대출심사(농협은행), ⑥ 보증서 발급(주택금융공사), ⑦ 대출실행

▶ 사업 대상자 중 축소할 수 있는 범위 내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개선내용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한해 ①~④단계 절차(경기도 추천서 발급 절차) 생략
- (기존) 사업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출 실행까지 약 20일 소요
- (변경) 사업대상자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道의 추천서 발급 절차를 생략
▶ 신청~대출실행까지 약 5~10일이 소요, 논스톱 대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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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개선전
① 사업 신청
(신청인 → 주민센터)
② 사업 신청서 전송
(주민센터 → 道)
③ 대상자 적격심사, 추천서 발급
(道 → 신청인)
④ 대출신청
(신청인 → 농협은행)

⑤ 대출심사
(농협은행)

⑥ 대상자 적격심사,
대출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

⑦ 대출실행
(농협은행 → 신청인)

개선후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대출신청
(신청인 → 농협은행)

대출심사
(농협은행)

대상자 적격심사,
대출보증서 발급
(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
(농협은행 → 신청인)

※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외의 대상자는
기존 지원방식 유지

•개선효과
○ (기간 단축)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신속 처리 가능(20일 소요 → 5~10일 소요)
○ (효율성 향상) 은행에서 바로 상담 및 대출 신청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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