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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목 : 한국은행 경남본부,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3,000억원 추가 확대(1차 지원분 포함시 총 6,000억원)

□ 한국은행 경남본부(본부장 노충식)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 증액(1차 지원분 포함시 총
6,000억원)하고 제조업 지원 범위를 확대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도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업무팀 과장 한애숙, 조사역 양성규
Tel : (055) 260-5150, 5122 Fax : (055) 260-5199 E-mail : gyeongnam@bok.or.kr

“한국은행 경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www.bok.or.kr ⇒ 좌측상단 지역본부 ⇒ 경남본부)

붙임)

(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추가 확대

□ 당행 본부의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이하 “코로나19
*

자금”) 추가 확대 에 따라 지원규모를 증액하고 제조업 지원 범위를 확대
* 「한국은행,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자금 5조원 추가 확대」(2020.5.13일 보도자료)

□ 추가 지원규모 : 3,000억원(1차 지원분 포함시 총 6,000억원)
□ 제조업 지원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 확산 등으로 최근 1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에서 내수 기업 등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
□ 업체당 지원한도 :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 지원비율 50% 가정)
ㅇ 코로나19 자금이 특정 업체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업체당 지원한도를 기존(10억원)의 50% 수준으로 축소
코로나19 자금 추가 확대 방안
변경 전
지원규모

지원대상

변경 후

3,000억

6,000억

제조업

최근 1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

모든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모든 서비스업 지원1)

이외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이외 모든
업종 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10억원*

좌동
“
5억원*

*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2)

*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2)

주: 1) 단, 금융·보험(KSIC 업종코드, 64~66), 공공행정·국방(84), 국제 및 외국기관(99), 유흥주점(56211,
56212) 및 무도장 운영(91291),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9124) 서비스업은 제외
2) 지원비율이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50%인 경우

□ 시행시기 : 2020.5.18일 금융기관 대출취급분(경남본부 자금지원은 2020.7월)부터 적용
※ 그 외 사항은 「한국은행 경남본부,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강화」(2020.3.19일 보도자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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