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안내

한국은행 강릉본부

□ 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정한 총액한도내에서 금융기관
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간접지원하는 제도

□ 총액한도대출의 종류

▶ 금융기관별 한도(C1자금)
각 금융기관이 취급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무역금융의 취급실적과 금융기관 자금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월 금융기관(본점)별로 배정하는 한도

▶ 지역본부별 한도(C2자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각 지역본부장이 관할지
역내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
적 및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월 관할지역내 금융기
관별로 배정하는 한도

□ 대출 한도
▶ 매 분기별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
(2008. 11월초 현재 8.9조원<C1 4조원, C2 4.9조원>)

□ 대출금리
*

▶ 2008. 11월초 현재 연2.50%

*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
금리임

□ 총액한도대출 배정대상 제외 대출금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종부도거래처에 대한 대출
▶ 「은행업감독규정」제79조 제1항의 계열기업군중 상위 30대 계
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 다른 규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
한국은행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으로부터 자금이 지원되는 대출금
▶ 폐업업체에 대한 대출금

한국은행 강릉본부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

□ 개

요

한국은행 강릉본부장이 관할지역(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영월군 및 평창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촉진하
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의 일정부
분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 강릉본부 총액한도 규모
▶ 817억원(2008.11월초 현재)

□ 한도 운용
▶ 우선지원한도 : 총한도의 90%
▶ 정책호응한도 : 총한도의 10%

□ 우선지원한도 운용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중 한국은행 강릉본부장이 지역경제의 특성
및 성장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우선지원한도 대상업체
(14개 부문, 별표 참조)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한 시설자금
및 일반운전자금 대출실적

▶ 지원 규모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액의 50% 이내

▶ 업체당 지원한도
10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금액기준 2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및 금리
*

1년 이내(연장 가능), 연2.50%

*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대출금리임

□ 지원 절차
①대출 신청
우선지원한도

=======>
대상 중소기업 <=======
④대출 실행

②한도 신청
거래
금융기관

=======>
<=======
③한도배정

□ 문의처
▶ 한국은행 강릉본부 업무담당자(조사역 최병재)
(TEL 640-0161～2 Fax 640-0164)

한국은행
강릉본부

<별 표>

우선지원부문한도 지원대상
부

문

대

상

업

체

- 농수축산물 생산 및 가공 업체
1. 지역특화산업
영위업체

- 무연탄 및 석회석개발 관련업체
- 선박건조 및 수리 관련업체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강원도 향토음식 판매업체

2. 관광업
영위업체

- ｢관광진흥법｣ 제3 조에 의한 아래의 관광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
시설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광토속주
판매업) 및 관광지운영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 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체 및 동법 시행령
제3 조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체
- 관광기념품 및 특산물의 제조 및 판매업체
- 환경부 고시 2004-44 호(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04.3) 에 의거 지정된
환경친화기업

3. 환경친화기업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 조에 의거 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인증된 GR 마크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기타 환경정화설비 생산업체 등 환경개선관련 제조업체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수출지원

4.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
기업,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 등

센터, 금융기관 등 중소기업 육성기관에서 선정 또는 추천한 우량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 조 해당기업중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5. 창업중소기업
6. 건설자재
생산업체
7. 벤처기업

건설업, 운송업, 및 정보통신업(이하 “< 별표 1-1> 업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창업후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레미콘, 아스콘 및 시멘트 등 건설자재 생산업체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해당업체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의 벤처특별 보증업체

부

문

대

상

업

체

- 산업자원부 고시 2002-24 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02.3) 에 의한 첨단기술
개발업체와 첨단제품 제조업체
8. 첨단기술관련
업체 및 기술
우수업체

- ISO, JIS, UL 및 CE * 등과 NT, EM , KT, CT, IT 및 ET ** 등 해외 또는 국내
에서 품질 및 규격, 기술력 등을 인증 받은 업체

9. 도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 도내 산업단지( 국가․지방 및 농공산업단지) 에 입주하여 가동중인 업체

10. 수도권
이전 기업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 조) 으로부터 도내로 이전 후 5 년이 경
과하지 않은 < 별표 1-1> 업종 영위 기업

11. 도 육성
중점 사업
관련업체
12. 소재․부품
생산업체

13. 여성기업

14. 기 타
본부장 특별
인정업체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 조 등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
업체

- 강원도 4 대 전략산업(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및 관광문화산업) 등 도
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영위 업체
-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의 여성기업으로서 < 별표 1-1> 업종 영위
기업
- 지방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및 한국은행 강릉본부 중소기업애로 상담창구
등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
- 1~13 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 모점장이 추천한 농림어업 또는 < 별표
1-1> 업종 영위 기업중 본부장이 인정한 경우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인증),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 국가표준규격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

인증), CE(Certificate Of Europe, 유럽 품질인증)
** NT(New Technology, 신기술인증, 기술표준원), EM(Excellent M achine, Mechanism & Materials,
우수품질인증, 기술표준원),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신기술인증,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CT(Construction Technology, 건설신기술인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IT(Excellent Inform ation Technology,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인증, 정보통신진흥연구원), ET(Environm ental Technology, 환경신기술인증,
환경관리공단), GR(Good Recycled, 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 기술표준원)

<별표 1-1>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운송업, 정보통신업 분류기준

산 업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운송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15～37

종

전체 업종

731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4210

시장조사업(여론조사업 제외)

74222

경영 상담업

74322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3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5930

포장업

45～46

업종제한 없음

602

육상여객운송업(단, 본사가 도내 소재 법인에 한함)

603

도로화물운송업(단, 본사가 도내 소재 법인에 한함)

64292
721

정보통신업

업

부가 통신업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1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72209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0

자료처리업

72320

컴퓨터시설 관리업

72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87221

프로그램 공급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