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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재원

연준, 중소기업 대출제도 확대시행 방안 발표

□ 4.30일(목) 연준은 중소기업 대출제도와 관련하여 더 많은 기업에 대출
하기 위해 신규 하부 프로그램(MSPLF: Main Street Priority Loan Facility)을
개설하고 기존 발표(4.9일)했던 프로그램(MSNLF: Main Street New Loan
Facility, MSELF: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의 세부조건을 완화
o 4.9일 MSNLF와 MSELF의 대출조건(term sheet) 발표 후 2,2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의 요건을 변경
① 부채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대출기관이 더 많은 리스크를 공
유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MSPLF) 개설
② MSNLF의 최소 대출금액 인하(1백만 달러 → 50만 달러)
③ 대출 대상기관 확대(종업원 수 기준: 1만명 이하 → 1.5만명 이하,
2019년 매출액 기준: 25억 달러 이하 → 50억 달러 이하)
o MSPLF의 경우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의 합계 금액이 이자비용, 세금 및
상각 비용 차감전 수입(EBITDA)의 6배 이내인 기업에 대해 대여자가
MSNLF와 MSELF보다(각각 5%) 많은 15%의 대출자산을 보유하는 조건
으로 대출
o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750억 달러의 재무부(ESF) 지분투자와 총 대출
한도 6천억 달러는 기존 발표와 동일
연준의 중소기업 대출프로그램 비교
대출만기
최소 대출금액
최대 대출금액
대출기관
상환일정
이자율

MSNLF
4년
50만 달러
25백만달러 또는 19년
EBITDA의 4배 중
작은 금액
5%
2~4년(매년 33.3%)
Libor + 3%

MSPLF
4년
50만 달러
25백만달러 또는 19년
EBITDA의 6배 중
작은 금액
15%
2~4년(15%, 15%, 70%)
Libor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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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LF
4년
1천만 달러
200백만달러, 기존 부채의
35% 또는 19년 EBITDA의
6배 중 작은 금액
5%
2~4년(15%, 15%, 70%)
Libor + 3%

<참 고>
Main Street 대출 프로그램 대출조건의 주요 내용(4.30일 업데이트 기준)

□ 개 요 : 연준은 연준법 13(3)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위해
Main Street New Loan Facility(MSNLF, 4.9일 발표), Main Street
Expanded Loan Facility(MSELF, 4.9일 발표), Main Street Priority
Loan Facility(MSPLF, 4.30일 발표)를 설립
o 보스턴 연준은 하나의 공동 SPV에 소구방식(recourse basis)으로 대출
o MSNLF와 MSELF의 경우 SPV는 적격 대여자로부터 적격 대출금*의 95%를
매입하고 나머지 5%는 적격 대여자가 보유하며, MSPLF의 경우 SPV가 85%
를 매입하고 적격 대여자가 15%를 보유
* 이하 MSELF의 경우 적격 대출금의 증액 대출분(upsized tranche)을 의미

o 재무부는 CARES Act section 4027에 의거 ESF에 책정된 자금을 사용하여
동 SPV에 750억달러의 자본투자 예정
o MSNLF, MSPLF, MSELF의 규모는 총 6,000억달러 이내
□ 적격 대여자 : US federall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US bank holding
companies, US savings and loan holding companies, 외국은행의
미국 지점, 외국은행의 미국내 지주회사 또는 앞 기관의 미국 자회사
□ 적격 차입자 : ① 2020년 3.13일 이전 설립, ② PPP대출 프로그램 등에서
규정한 적격업종 기업, ③ 종업원 15,000명 이하 또는 2019년 총
매출 50억달러 이하, ④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의 상당부분
이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며, 대다수의 종업원이 미국에 종사, ⑤ 여타
Main Street 대출이나 PMCCF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⑥ CARES 법
에 근거하여 특정 지원을 받지 않음
□ 적격대출 : 2020년 4.24일 이후에 적격 대여자가 적격 차입자에게 실시한 담보
또는 무담보 기간대출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짐
1. 4년 만기
2. 원리금 상환 1년 유예
3. 대출상환 일정 : MSNLF의 경우 2년차부터 균등 상환(매년 33.3%)
MSPLF 및 MSELF의 경우 2~3년차 각각 15%, 4년차 70%
4. Libor(1개월 또는 3개월) + 3%
5. 최소 대출금액 : MSNLF 및 MSPLF 각각 50만 달러, MSELF 1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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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대 대출금액 :
(MSNLF) 다음 (i)과 (ii) 중 적은 금액 (i) 25백만달러 혹은 (ii) 적격 차
입자의 2019년도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4배 금액에서 기존 부채와 미사용 신용의 합을 차감한 금액
(MSPLF) 다음 (i)과 (ii) 중 적은 금액 (i) 25백만달러 혹은 (ii) 적격 차
입자의 2019년도 EBITDA의 6배 금액에서 기존 부채와 미사용 신용의
합을 차감한 금액
(MSELF) 다음 (i), (ii)와 (iii) 중 적은 금액 (i) 200백만달러, (ii) 적격 차
입자의 기존 부채 잔액과 미사용 신용한도 합계의 35%, 혹은 (iii) 적
격 차입자의 2019년도 EBITDA의 6배 금액에서 기존 부채와 미사용
신용의 합을 차감한 금액
7. 선순위 여부 :
(MSNLF) 대출 시행시점이나 대출기간 중 항상 적격 차입자의 여타 부
채에 비해 후순위가 아닐 것(in not subordinated)
(MSPLF) 대출 시행시점이나 대출기간 중 항상 적격 차입자의 여타 대
출 또는 부채증서, 여타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선순위이거나 동일한 순
위일 것
(MSELF) 증액 대출하는 시점이나 대출기간 중 항상 적격 차입자의 여
타 대출 또는 부채증서, 여타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선순위이거나 동
일한 순위일 것
8. 위약금 없이 만기전 상환 허용
□ 기존대출 등급 : 2019년말 현재 적격 차입자가 적격 대여자로부터 여타 대
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 대출은 연방금융기관감독위원회의 등급
시스템의 “pass”와 동일한 내부 리스크 등급을 보유해야 함
□ 금융상황 평가 : 적격 대여자는 잠재 차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해
당 기관의 금융상황을 평가
□ 대출 참여 :
(MSNLF 및 MSELF) 적격 대출의 95%는 SPV가, 5%는 적격 대여자가 보유하며
대출에 따른 리스크는 동일한 변제순위를 가짐. 적격 대여자는 동 대출
을 만기나 SPV가 보유분 전체를 매각하는 시점 중 빠른 시기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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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V에 대한 적격 대출의 매각은 대출 실행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 매각(true sale) 형식이어야 함
― MSELF의 적격 대여자는 기존 적격 대출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출자중
하나이어야 함
― MSELF의 적격 대출에 대한 담보는 대출 증액금액을 기존 대출금액과
비례하여 적용(on prorata basis)
(MSPLF) 적격 대출의 85%는 SPV가, 15%는 적격 대여자가 보유하며 대출
에 따른 리스크는 동일한 변제순위를 가짐. 적격 대여자는 대출 만기
나 SPV가 대출을 참여기관에 매각할 때까지 보유
― SPV에 대한 적격 대출의 매각은 대출 실행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 매각(true sale) 형식이어야 함
□ 대여자 준수사항 :
o 적격 대여자는 적격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에 여타 대출의 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파산(default and acceleration) 등의 상황이 아
니라면 동 대출금을 기존 대출금 또는 적격 대여자가 적격 대출자에게
제공한 신용한도에 대한 상환이나 차환으로 사용하지 않음
o 적격 대여자는 적격 대출자가 파산하지 않는 한 기존 신용한도를 줄이거
나 취소하지 않음
o 적격 대여자는 적격 차입자의 EBITDA의 계산방법이 2020년 4.24일 이전
에 적격 차입자 또는 비슷한 조건의 차입자에게 적용했던 방법과 동일하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o 적격 대여자는 CARES Act 4019(b)의 이해충돌 금지를 포함하여 대출 프
로그램에 참여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
□ 차입자 준수사항 :
o 적격 차입자는 적격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에 여타 대출의 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타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
하지 않음
o 적격 차입자는 적격 대여자 또는 여타 대여자와 기존 신용한도를 줄이거
나 취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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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격 차입자는 적격대출 실행시점과 그 이후 최소 90일까지 금융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부도(bankruptcy)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수준
에서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할 필요
o 적격 차입자는 CARES Act 4003(c)(3)(A)(ii)의 직접대출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보수, 자사주매입, 배당관련 제한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 다만 적격 차입자 중 소유자의 납세를 위해 적정한 수준까지 배당할
수 있는 S 기업이나 tax pass-through entity는 예외를 인정
o 적격 차입자는 CARES Act 4019(b)의 이해충돌 금지를 포함하여 대출 프
로그램에 참여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
□ 고용유지 노력 : 동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적격 차입자는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중 고용과 종업원에 대해 급여를 유지하려는 합리적인 노력
을 해야 함
□ 수수료 :
(MSNLF 및 MSPLF) 적격 대여자는 최초 대출실행시 SPV에 대출원금의
100bp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며, 적격 대여자도 차입자에게 수수료를 지
불하도록 요구가능
― 적격 차입자는 적격 대여자에게 대출실행 수수료로 대출원금의 최대
100bp를 지급하며, SPV는 적격 대여자에게 대출 원금의 25bp(연율)를
지급
(MSELF의 경우) : 적격 대여자는 증액시 SPV에 증액된 대출원금의 75bp를
수수료로 지불하며, SPV는 적격 대여자에게 증액된 대출원금 참여분에 대
해 25bps(연율)의 이자를 지불
― 적격 차입자는 증액시 적격 대여자에게 대출실행 수수료로 증액금액의
최대 75bp를 지급하며, SPV는 적격 대여자에게 대출 증액금액의 25bp
(연율)를 지급
□ 종료일 : SPV의 적격 대출에 대한 매입은 2020.9.30일 종료할 예정, 단 연준
과 재무부에 의해 연장 가능. 지역 연준은 SPV의 기초자산의 만기
혹은 매도시까지 SPV에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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