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5일

강원 2021-3-4호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한국은행 강원본부 및 강릉본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6개월 연장

□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 장정석)와 강릉본부(본부장 박성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6개월 연장(은행의 대출취급 기한 종료일
2021.3.31일 → 2021.9.30일)하기로 하였음
ㅇ 현재 강원본부와 강릉본부는 2020.3.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강원도내 서비스업 및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을 통해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강원본부 및 강릉본부 각각 1,900억원 및 1,700억원(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각각
최대 3,800억원 및 3,400억원)

□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강원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 임 ) 강원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주요 내용
문의처 : 강원본부 업무팀 과장 안지은, 조사역 최재원
Tel : (033)258-3311, 3321 Fax : (033)258-3350
강릉본부 업무팀 과장 문동규, 조사역 신지원
Tel : (033)640-0151, 0162 Fax : (033)640-0164

E-mail : gangwon@bok.or.kr
E-mail : gangneung@bok.or.kr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강원본부/강릉본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강원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주요 내용

1

지원 한도

□ 총 3,600억원(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최대
o

2

7,200억원 )

을 한도로 지원

강원본부 및 강릉본부가 각각 1,900억원 및 1,700억원(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3,800억원 및 3,400억원)을 관내 금융기관에 지원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의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금융기관이 신규 취급(만기연장 및 대환
포함)한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액

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모든 중소기업
o

다만 금융· 보험(KSIC코드 64~66), 부동산임대업(68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국제 및 외국기관(99) 및 일부 서비스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흥주점업(56211,

56212),

무도장 운영업(912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중소기업
③ 농업 임업 및 어업
및 건설업
,

(01~03)

(41~4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지원 기간<금번 변경>

□ 지원 기간은 6개월 연장되어 2021.9.30일(기존 종료일
은행대출에 대해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
o

4

까지 취급된

2021.3.31일)

이에 따라 당행 지원기간(배정 기준)은 2022.11.30일(기존 종료일
까지로 연장

2022.5.31일)

지원 비율 및 업체당 지원한도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실적의 50% 해당액을 지원하며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기업(신용등급 6∼10등급)에 대한 대출실적의 경우
100% 해당액을 지원
o

다만 지원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금융기관별 대출실적에 따라 안분
비례하여 배정

□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액 기준 최대

5

10억원)

기타 지원 조건

□ 대출취급 금융기관

□ 지원금리

:

연 0.25%

:

한국은행 강원본부 및 강릉본부 관할 소재 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