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

한국은행 인천본부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대출업무는 한국은행
에서도 직접 취급하나요?

중소기업
지원자금

A
한국은행은 은행(저축은행 제외)에 자금만 지원하고 실제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실 경우 은행을 방문하시어 관련 대출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Q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이용하면 대출금리가
낮아지나요?

A
대출금리는 은행이 업체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하지만,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대출취급액의 50%이내에서 해당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기간 연장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총 지원기간 5년이
경과한 업체는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다시 신청하기
어려운가요?

A
지원기간이 1년 지난 시점에서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5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이 2년간 중단되고
이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관련 문의 : 한국은행 인천본부 업무팀
전화 : 032-880-0054, 0062 이메일 : bokibcr@bok.or.kr
홈페이지 : www.bok.or.kr/incheon

※ 대출관련 문의 : 금융기관

인천본부

지원 대상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금 운용방식은 금융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와 금리인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략지원부문

일반지원부문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할지역(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에 소재하고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서울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해당 업종은 아래 <별표> 참조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중 영리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농어업법인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며 창업 후 3년 이내인 제조업 영위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중소기업

혁신기업

-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INNO-BIZ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MAIN-BIZ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 보유 중소기업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에 의거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증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부여제품 생산업체

추천기업

-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비전기업 및 향토기업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전입기업

타 지역으로부터 한국은행 인천본부 담당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수출관련
기업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별표>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 5대 업종

지원 절차

산업명

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으로 대출 신청
② 금융기관이 대출 및 지원가능여부 심사 후 대출 실행
③ 금융기관이 대출실적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앞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청
④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취급액 중 일부(50%이내)를 저리 지원
①대출신청

④자금지원
금융기관

한국은행 인천본부

지원 조건

미 래 성 장 유 망 산 업

②대출실행
중소기업

바이오
산업

③지원신청

지원한도
- 전략지원부문 : 업체당 최대 20억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0억원)
- 일반지원부문 : 업체당 최대 10억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

관광
산업

대출금리
금융기관이 업체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일부(50%이내)에 대해 매우
낮은 금리*로 해당 금융기관 앞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음

물류
산업

* 2016. 11월 현재 연 0.75%(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

지원기간 1년(시설자금은 3년)이며

심사를 통해 매년 연장 가능하되 최장 5년까지

제조업내
5대 업종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KSIC)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단,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799
10619
21101
21102
21210
21220
21230
21300
13999
20111
20119
20499
22222
22299
27111
27112
27192
27199
33999
70111
70112
70113
72911
493
501
51
5210
5294
52913
52991
52992
6939
24
25
26
29
30

소재·부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생산기업
명절 및
명절 자금수요, 재해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특별지원대상 기업
재해자금 등
기타
지원기업

상기 지원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지원기업으로서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업

※ 상기 내용은 2016. 11월 현재 기준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은행 인천본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자금 > 운용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은 향후 경제여건 변화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