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개정

Ⅰ

개정 필요성

□ 지역금융 발전 및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과의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경기신보에서 보증하는 성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추천기업(A6)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자금조달비
용 절감에 기여
― 경기본부는 경기신보와 2016.3.10일 지역금융 발전 및 서민금융 활성
화를 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 기
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역금융세미나에서의 논의 및 양 기관간 업
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 전략지원 사전한도 부여기준 중 정책호응도의 평가대상기간을“최근
월”에서 “최근 분기”로 변경하여 전략지원 사전한도 부여기간과 일
치시킴으로써 평가의 정확성 제고
□ (구)하나은행과 (구)외환은행의 전산통합(2016.6.7.)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신용등급체계 개편내용을 금융기관 및 지원제외대상 신용등급에 반영

Ⅱ

주요 개정내용

1. 유망성장 중소기업 자금조달비용 절감을 위한 보증기업 지원 신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국은행 경기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연계
보증 대출*을 위해 보증서를 발급한 중소기업”을 운용기준 <별표
1-1>의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중 추천기업(A6)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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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한도 부여기준 중 정책호응도 평가대상기간 변경
(<별첨 2> 개정전후 조문대비표 참조)

3. KEB하나은행의 신용등급 체계 개편 내용 반영
― (구)하나 및 (구)외환 은행의 지원제외 대상 신용등급을 삭제하고, KEB
하나은행의 신용등급 범위를 신설 (<별첨 2> 개정전후 조문대비표 참조)

4. 지원제외대상 업종 명시
―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 등 지원제외대상 업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고 “<별표 5> 지원제외대상 업종”을 추가
지원제외대상 업종
부동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주 점 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9 기타주점업

무 도 장
도 박 장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11 이용업

미 용 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안 마 업

금융관련업

96122 마사지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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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행일자 : 2016년 7월 1일(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 한도배정 : 이 기준에 따른 한도배정 개시일은 9월 첫영업일. 단, 사전
한도 부여기준 및 지원제외대상 신용등급(운용기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한도배정 개시일은 7월 첫영업일로 함

□ 경과조치 :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배정된 경기본부 중소기
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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