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개정전후 조문 대비표

(붙임 2)

현

행

개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1조(목적) ∼ 제13조(자금의 회수 및 생략) (생

략)

제14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는

정

안

비

고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제1조(목적) ∼ 제13조(자금의 회수 및 생략) (현행과 같음)
제14조(제재) ① 본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보고서 및 서류 등을 허위 또 - 배정한도 감축 제재배수를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당하

는 착오로 작성·제출하여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과다 또는 부

2.5배 이내로 상향하고

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

당하게 수혜한 것으로 판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

위규사유별 제재배수 내용

할 수 있다.

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배 이내의 배정한도 감축

1.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의 즉시 회수
2. 과다 또는 부당하게 수혜한 지원자금 적수의 2.5배 이내에서 위규사유별
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도 감축

② (생

략)

제15조(기타 사항) (생

② (현행과 같음)
략)

제15조(기타 사항) (현행과 같음)
< 신 설 >

- 부칙 신설

부 칙 <2015. 4. 30>

- 시행일 명시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별표 3>

(생 략)

<별표 1> ~ <별표 3> (현행과 같음)
- 위규사유 및 해당 한도감축
배수 신설

<별표 4>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배수
위규사유

한도감축 배수

대기업 및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대출, 대출금 중도
상환보고 누락 및 지연

2.5배 이내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

1.5배 이내2)

당좌거래정지업체에 대한 대출 등

2.0배 이내

1)

< 신 설 >

주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2) 폐업신고 지연(또는 소급) 사실을 금융기관이 소명한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폐업일
로부터 지연(또는 소급) 신고일까지는 1배수 차감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1/1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