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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014년중「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운용 현황

1. 한은 경남본부의 중소기업자금 지원 현황
□ 2014년말 현재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
자금(C2자금이라고 통칭)은 5,894억원*임
* 한국은행 전체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한도(5.9조원)의 10% 수준

o 이는 2013년말보다 873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4.9월부터 경기부진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한도가 추가된 데 기인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여가업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추이
(억원)
구 분
중소기업
지원자금
증가액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3,158
-

3,158

3,158

3,158

5,021

5,021

5,894

-

-

-

1,863*

-

873**

* 부산본부에서 담당하던 김해·양산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2012년
2월부터 경남본부가 담당
** 2014.9월에 경기부진업종에 대한 특별지원한도 추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제도 개요>
◉ 금융기관이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이 금융
기관 취급 대출금의 최대 50%를 연 1%의 금리로 지원
→ 현재 전략지원,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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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은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연계된 금융기관 대출 현황

(대출규모, 지원업체수 및 대출건수)
□ 2014년말 현재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과 연계된 금
융기관 대출잔액은 1조 9,851억원이며, 지원업체수는 3,497개, 대출건
수는 5,726건임
o 2014년 들어 대출규모, 지원업체수 및 대출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11월 이후 증가*로 전환
* 2014년 9월부터 경기부진업종 영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출실적이 반영된 데 기인

금융기관 대출규모 추이

금융기관 지원업체수 및 대출건수 추이

(자금용도, 채권보전방법)
□ 2014년말 현재 자금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1조 2,084억원으로 전체 금
융기관대출금 (1조 9,851억원)의 61%이고, 시설자금은 7,767억원으로 39%
를 차지함
□ 채권보전방법별로는 담보대출(6,960억원)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담보와 신용 등이 결합된 혼합대출(34.3%), 보증서대출(17.1%), 순수
신용대출(13.5%)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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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2014년말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연계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평균 4.36%로 전년대비 0.41%p 하락함
o 전국의 중소기업대출평균금리 4.41%에 비해 0.05%p 낮은 수준

□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o 이는 2014년 들어 한은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2014.8월 :
2.5%→2.25%, 2014.10월 : 2.25%→2.0%)한 가운데 한은의 지속적인 중

소기업 금융비용 경감노력에 기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추이

(업종 및 지역별)
□ 2014년말 현재 업종별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혁신기업 등이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94.3%(1조 8,722억원)
로 대부분을 차지함
* 항공, 해양플랜트 기자재, 지능형 기계부품, 지식기반기계 등

o 제조업 중에는 기계 및 장비업(5,706억원, 30.5%), 금속가공업(3,157억원, 16.9%),
기타 운송장비업(2,284억원, 12.2%), 자동차 및 트레일러업(2,205억원,
11.8%) 순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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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 업종별 대출잔액

□ 한편 금융기관 대출을 지역별로 보면 2014년말 현재 김해시가 30.6%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창원시(27.5%), 진주시(10.2%), 함안
군(7.7%) 순임

2014년말 지역별 대출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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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은행 경남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 운용기준」개요
□ 지원대상 : 경남지역 소재 금융기관(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이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
□ 지원규모 : 5,894억원
□ 지원금리 : 연 1.0%(2015.3월 현재)
□ 지원내용
전략지원부문

일반지원부문*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창업기업

특별지원부문*
▪경기부진업종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벤처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연구개발 우수기업

지원

▪추천기업

부문

▪전입기업
▪수출관련기업
▪소재·부품생산기업
▪명절·재해자금
▪기타 지원기업

지원
비율
지원
한도
지원
기간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
▪업체당 15억원
(금융기관 기준 30억원)
▪대출건별 1년 이내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 이내
▪업체당 7.5억원
(금융기관 기준 15억원)
▪좌동

(운전자금 2년, 시설자금
3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기업신용등급 우량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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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업체당 5억원
(금융기관 기준 20억원)
▪대출건별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