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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기한 6개월 연장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 25일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음
o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임
◈ 한편 2020년 3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시행
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들 업체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2020년중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증액
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 16조원의 한도를 설정
(2021.3월 현재 지원금액은 13.6조원)
** 2020.3~2021.1월중 총 11.1만개 업체가 한국은행 지원자금을 이용하였
으며 이들 업체당 은행의 평균대출액은 2.3억원
*** 한국은행 금융지원으로 은행의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가
26~126bp 낮아진 것으로 모니터링(2021.1월중 신규취급액, 4개 시중은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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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 지원한도 : 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3억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
하며 「소상공인 지원」 신설(2020.10.5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기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 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
에 대해 100%를 지원
□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
를 적용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 지원한도 : 13조원
o 업체당 한도는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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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체. 제조업 등 여타 업종은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의 선정

□ 지원기간 : 시행일부터 2021년 9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
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
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우대(75~100%)
□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
를 적용

2. 시행일
□ 2021. 4.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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