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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경기도 지원시책

14-1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내용

구   분
지원규모 

(억원)
자금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합   계 20,000

소   계 15,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3,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매출감소기업 2,000

2억원경기도형 뉴딜기업
(디지털·그린·고용뉴딜)

2,000

수출형기업 300
5억원

청년혁신창업기업 400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1년)

소상공인 4,000

창업자금

1억원
5년(1년

경영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600
·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500억원)

예비자금 2,600 · 회복지원 예비자금

소   계 5,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5,000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공장부지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3년) 3년(1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임차비 
(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
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300억원
8년(3년)

벤처집적시설건립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150억원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 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지원 실적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 탄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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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기본금리 : 2.3%
 

 이차보전제도
 기업의 은행금리에 따라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

제8부 보증 및 융자지원

구 분 산출방법

 은행금리구간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 1.50% 0.30% 5.01% ~ 5.25% 1.20%

1.51% ~ 2.00% 0.40% 5.26% ~ 5.50% 1.30%

2.01% ~ 2.50% 0.50% 5.51% ~ 5.75% 1.40%

2.51% ~ 3.00% 0.60% 5.76% ~ 6.00% 1.50%

3.01% ~ 3.50% 0.70% 6.01% ~ 6.25% 1.60%

3.51% ~ 4.00% 0.80% 6.26% ~ 6.50% 1.70%

4.01% ~ 4.33% 0.90% 6.51% ~ 6.75% 1.80%

4.34% ~ 4.66% 1.00% 6.76% ~ 7.00% 1.90%

4.67% ~ 5.00% 1.10% 7.01% ~ 2.00%

 이차보전 상한율

대 출 금 액 이차보전 상한율

2억원 이하 2.00%

10억원 이하 1.50%

10억원 초과 1.00%

2.51% ~ 3.00% 0.60%

3.01% ~ 3.50% 0.70%

3.51% ~ 4.00% 0.80%

4.01% ~ 4.33% 0.90%

4.34% ~ 4.66% 1.00%

4.67% ~ 5.00% 1.10%

※ “대출금액” 기준

 지원대상별 추가이차보전율 운영

지 원 대 상 이차보전율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0.3%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0.2%

 지원결정사항

업 체 명 지 원 대 상 대 출 금 액 은 행 금 리

A기업 신기술기업 5억원 5.26%

이차보전율 산출

 ① 기본이차보전율 : 1.3%

     4%×20% + 1%×30% + 0.26%×40% = 1.204% ≒ 1.3%(절상)
      (0.8%)      (0.3%)        (0.104%)
     ※ 상한 이차보전율 초과여부 확인 : 미초과, A기업 상한율(=1.5%)

 ② 추가이차보전율 : +0.3%(신기술기업).

 ③ 최종이차보전율 : 1.6%(=1.3%+0.3%)

 ☞ A기업 기업부담금리 = 3.66% (=5.26%-1.6%)

기본

이차

보전율

추가

이차

보전율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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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우정 031-8030-302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김태경 031-888-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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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규모 : 1조 5,000억원, 업체당 5억원 이내

  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기금융자는 별도고지 금리, 협조융자는 은행금리-이차보전율
      ※ 추가 금리지원

        · 신기술, 벤처창업기업 : +0.3%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 +0.2%

  대출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은행)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우정 031-8030-302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김태경 031-888-5165

14-2

공고

(경기도)

접수 및 평가·

지원결정 (경기신보)

융자

(협약체결은행)

제8부 보증 및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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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규모 : 5,000억원, 업체당 30억원 이내

  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기금융자는 별도고지 금리, 협조융자는 은행금리-이차보전율
      ※ 추가 금리지원

        · 신기술, 벤처창업기업 : +0.3%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 +0.2%

  대출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은행)

  지원범위 : 시설설비구입, 건축(매입)비, 임차비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우정 031-8030-302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김태경 031-888-5165

14-3

공고

(경기도)

접수 및 평가·

지원결정 (경기신보)

융자

(협약체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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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용보증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을 함에 있어 필요한 담보력 제공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www.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규모 : 운전자금 8억원,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보증

   - 구체적인 보증서 발급금액은 기업신용평가 등의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

 보증료 :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연 0.5%~2.0% 이내)

   - 사이버 보증신청시 0.1%p 추가인하(공통)

  보증상품 : 일반신용보증, 경기도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에 대한 

보증, 시군 육성자금 등 기타 정책자금에 대한 보증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미현 031-8030-3022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과장 심재훈 031-888-5164

14-4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실행

(취급은행)

제8부 보증 및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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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사업목적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창출

 지원대상

 경기도 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재·부품 제조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규모 : 1,500억원(운전자금 500억원, 시설자금 1,000억원)

  지원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시설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조건 : 보증비율 90%, 보증료 1.0%

  지원범위 : 운전자금, 시설설비 구입

  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

  대출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은행)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미현 031-8030-3022

이우정 031-8030-302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김태경 031-888-5165

14-5

공고

(경기도)

접수 및 평가·

지원결정 (경기신보)

융자

(협약체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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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보증 및 융자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자금 특례보증

 사업목적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증 및 융자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http://g-money.gg.go.kr)

   - (1억원 초과) 지역본부 기술평가센터

   - (1억원 이하) 재단 영업점
      ※ 신청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지원절차

 지원내용

  융자규모 : 100억원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융자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융자은행금리에서 이차(이자)보전 2.5%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신정원 031-8008-3417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6

1억원 초과건 서류심사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개최

현장실사1억원 이하건

신청접수

(기업)

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융자실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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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목적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대상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신청방법 

 전화문의 후 가까운 지역신협 방문 
    ※ 신청문의 : 신협중앙회 (031-302-5600)

 지원절차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지원내용
 융자규모 : 200억원 

 보증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금리 : 담보3.0%, 신용3.5% 변동금리
   ※ 사회적가치평가에 따라 최대 2.0% 이자지원 

 융자기간 : 최대10년 이내

 융자은행 : 지역신협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신정원 031-8008-3417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반  장 안승용 031-302-5600

14-7

융자상담

(담보 및 

신용 등)

융자결정신청

(기업)

접수

(지역신협)

융자결정

(지역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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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부 보증 및 융자지원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금융지원

 사업목적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증 및 융자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및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방문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031-230-1528)

 지원절차

 융자절차 1단계 :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융자절차 2단계 : 융자지급 신청 및 융자지급

 지원내용

  융자규모 : 30억원 

  보증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융자금리 : 신한은행 우대금리, 2.5% 이자지원

  융자기간 : 최대10년 이내

  융자은행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신정원 031-8008-3417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사회적경제팀 팀  장 장선재 031-230-1528

14-8

융자상담

(담보 및 신용 등)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융자결정신청

(기업)

융자결정신청

(기업)

접수

(신한은행)

접수

(신한은행)

융자결정

(신한은행→기업)

융자결정

(신한은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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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사업목적
  도내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최대 5억원까지 보증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 20세 

이상 ~ 39세 이하의 업력 7년 이내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지원요건 지원한도

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
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도 또는 시·군, 공공

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⑤의 경우, 만 40세 이상 기업도 지원가능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③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성장동력기업 : 성장동력기업지원업종 영위기업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창출기업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규모/한도 : 400억원(기금융자) /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조건 : 보증비율 90%(20백만원 이하 100%), 보증료 0.7% (고정)

 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1.0%(고정)

 대출은행 : 농협은행(道내 영업점에 한함), 신한은행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미현 031-8030-3022

이우정 031-8030-302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9

공고 (경기도) 접수 및 평가·지원결정 (경기신보) 융자 (협약체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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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사업목적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계속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

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지원대상
  대표자의 신용이 불량하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

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 중인 경우

   ② 연체된 채무가 5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③ 재단 보증서를 이용하고 상환하지 못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④ 연체를 정리하였으나, 연체이력이 남아 금융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  신청기업 중 특허 등을 보유한 기술력 우수기업 또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도전 심사위원회 참석하여 PT 실시

 지원내용
  지원규모/한도 : 50억원/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구체적인 보증서 발급금액은 재도전심사위원회, 보증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지원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1.0%(고정)

  기본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 후 정상조업 중일 것

    -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매출을 시현 중이거나 특허 등 기술력을 보유 중일 것

  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 2.0%

  대출은행 : 농협은행(道내 영업점에 한함)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미현 031-8030-3022

이우정 031-8030-3023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10

영업점 영업점 지역본부 고객지원부 영업점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보증심사
재도전

심사위원회
보증심사
위원회

보증지원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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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多-Dream론Ⅱ)

 사업목적

  코로나19 경제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영세소상공인에게 마이너스통장(한도보증) 

지원으로 경제재난 극복을 위한 버팀목 마련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저신용자 : 신용 6등급 이하

   - 저소득자 : 중위소득 80% 이하

   -  사회적약자 : 고금리사금융 이용자, 50대 가장(은퇴자,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

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www.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규모/한도 : 2,000억원/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기존한도 별도)

   - 구체적인 보증서 발급금액은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됨

  지원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면제

  대출 기간 및 금리

   - 대출기간 : 1년(1년 만기일시 상환 / 5년 범위 내 4번까지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금리 : 은행금리 (약 2%대)

  대출은행 : 농협은행 (道내 영업점에 한함)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미현 031-8030-3022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과장 심재훈 031-888-5164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실행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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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함

으로써, 기업들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

 지원대상

 지원자격 : 경기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당기매출액 300억원 미만 중소기업 

   ② 제조업 영위 기업

 보험내용 :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실금의 최대80%를 보상 

 신청방법 

 가 입 처 : 각 지역 신용보증기금 방문 (문의 ☎1588-6565)

 신청기간 : 2021년 2월(예정) ~ 2021년 12월 (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진행절차

 지원내용

  (道)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 50% 지원 (기업당 최대 2백만원)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우대적용 (10% 할인)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신준섭 031-8030-3012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험센터 031-230-1588

14-12

보험내용 확인 청약서 작성 청약 완료 청약 완료

보험종류 선택 및

내용 확인
가입자 정보 기재 청약내용 확인 도 지원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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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취약 소상공인자금 지원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층 소상공인 대상 포용적 금융지원 통한 

고금리 사금융 피해 등에 노출된 서민가계 안정화 및 경제적 자립·자활 기여

 지원대상

 대표가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 연소득 4천6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은퇴·실직 50대 가장,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5900) 또는 홈페이지

 지원절차 

  

 지원내용
  보증비율 100%, 보증수수료 연0.5%

구  분 금   리 지원한도 상  환  방  법

창업
2.05%

(’20년도 기준)

30백만원 3개월 거치, 4년9개월 균분상환

경영개선 20백만원 비거치, 5년 균분상환

특별지원 50백만원 비거치, 5년 균분상환

   ※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상세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주무관 정기준 031-8030-2847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수행기관 대표전화 1577-5900

신청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협약은행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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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사업목적

  도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재하며 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한 소상공인

    - (교육)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 등 12시간 이상 이수

    - (컨설팅)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2일 이상 수료 또는 재창업지원사업 수료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지침 제5조(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자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5900) 또는 홈페이지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규모) 협조융자 4,000억원(’21년 계획)

  (지원방식) 시중 은행금리 중 일부를 이차보전하는 협조융자 방식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5억원

자금종류 지원범위 지원한도

창업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경영개선자금 1억원

재창업자금 1억원(업력 3개월 미만 3천만원 이내)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이내 5천만원

※ 매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되며 상세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

  (대출금리) 은행금리 - 이자보전율(고정)

  (상환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주무관 정기준 031-8030-2847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수행기관 대표전화 1577-5900

신청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협약은행

(융자실행)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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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용보증

 사업목적

  도내 영세 소상공인이 자금 융통을 함에 있어 필요한 담보력을 제공하여 경영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분류 기준

       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②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지원기간 : 자금별로 상이

  대출금리 : 은행금리

  대출은행 : 시중은행

  보증상품 : 일반 소상공인 신용보증,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목적자금 보증 등

  보증료율 :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연 0.5%~2.0% 이내)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15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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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특례보증

 사업목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

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재원 출연 시·군 단체장이 추천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시·군별 상이)

 지원기간 : 시·군별 상이

 대출금리 : 은행금리

 대출은행 : 시중은행

 보증료율 :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연 0.5%~2.0% 이내)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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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추천

(시·군)

보증신청접수 

및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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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보증상품

 지원대상

 재원 출연 시·군 단체장이 추천한 소상공인 (업력 2개월 이상, 시·군별 상이)
   ※ 기타 제한사항

       - 추천 한도는 시군별로 별도 운용

       - 추천시 해당 시군 거주요건 또는 업종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시·군별 상이)

 대출기간 : 시·군별 상이

 대출금리 : 시·군별 상이

 대출은행 : 시중은행

 보증료율 : 연 1.0%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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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추천

(시·군)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ChapterⅢ. 2021년 경기도 지원시책 | 243

제8부 보증 및 융자지원

시·군 추천 행정명령대상 특례보증

 사업목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및 시·군 출연부 특례보증

 지원대상

  시·군이 추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법인제외)
  ※ 보증제한업종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시행 시·군 

 경기도 내 30개 시·군 (고양시 제외)

 신청방법 

 경기도 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MOR(6개월) + 2.2%

 대출은행 : 경기도 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보증료율 : 연 1.0% (고정)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18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은행영업점)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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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사업목적

  금융기관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심사 기준, 보

증한도 등을 우대하여 보증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소상공인심사는 1억원 이내)

 지원기간 : 5년 이내

 대출금리 : 은행금리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보증료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단, 최저보증료율은 1.0%)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19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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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목적

  경기도 내 디지털문화콘텐츠 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

 지원대상

  콘텐츠기업 지원 협약 시·군내 콘텐츠업종 영위기업
   ※ 콘텐츠업종 :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 협약시군 : 경기도 24개 시·군 (가평, 과천, 동두천, 안성, 양주, 연천, 오산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  신청기업 중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경기신보 기술평가센터에서 심사하며 ‘콘텐츠기업 특

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지원기간 : 5년 이내

 대출금리 : 은행금리

 대출은행 : 시중은행

 보증료율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20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은행영업점)

보증심사

(경기신보)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

(경기신보)

보증심사

위원회

(경기신보)

보증지원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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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출감소기업 지원을 위한 Jump-Up 보증

 사업목적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인 매출감소 기업에 대한 별도지원책 마련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대상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0%이상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규모 : 1,000억원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1.5%)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보증료율 : 연 0.8% (고정)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21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ChapterⅢ. 2021년 경기도 지원시책 | 247

제8부 보증 및 융자지원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사업목적

  도내 환경기업의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환경개선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 35억원 / 기업당 10억원 이내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
   ※ 제외대상: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등

 신청방법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 ‘환경보전기금’ 검색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문 및 지침에 있는 융자신청서식 다운로드

  환경산업 육성사업 분야(5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분야(13종)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지원절차

 지원내용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 대상사업: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 융자금리: 1.5%(고정금리)

    - 융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

행, KEB하나은행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주무관 최지원 031-8008-3532

14-22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융자추천 및

지급결정

융자심사 및

 융자금 지급

사업 추진 및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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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사업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

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으로 지원제외 업종 (유흥·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에 해

당되지 않는 업체 

 신청방법 
 접수기간 : 1월 예정 (www.semas.or.kr에 공고문 공지 예정)

 지원절차 

  

 지원내용
 자금종류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1년이상, 여성가장, 장애인)

 - 창업초기자금 (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 사업전환자금 (재창업패키지 연계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대상)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별 한도, 기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문의처

센터명 연락처 관할구역 센터명 연락처 관할구역

수원센터 031-244-5161 수원, 용인 고양센터 031-925-4266 고양, 파주

평택센터 031-666-0260 평택, 안성 안양센터 031-383-1002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화성센터 031-8015-5301 화성, 오산 안산센터 031-482-2590 안산

광명센터 02-2066-6348 광명, 시흥 하남센터 031-794-4383 하남, 구리, 남양주, 양평

성남센터 031-705-7341 성남, 광주, 여주, 이천 
인천남부

센터
032-437-3570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의정부센터 031-876-4384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인천북부

센터
032-514-4010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부천센터 032-655-0381 부천, 김포

14-23

사업공고
신청·접수

(공단 지역센터)

신용평가

(보증기관)

대출실행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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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사업목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

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지원대상

자금명 지원대상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스마트 설비 도입(예정) 소상공인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신청방법 

 접수기간 : 1월 예정 (www.semas.or.kr에 공고문 공지 예정)

 지원절차

 지원내용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1억원 이내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자금별 한도, 기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문의처

센터명 연락처 관할구역 센터명 연락처 관할구역

수원센터 031-244-5161 수원, 용인 고양센터 031-925-4266 고양, 파주

평택센터 031-666-0260 평택, 안성 안양센터 031-383-1002 안양, 군포, 의왕, 과천 

화성센터 031-8015-5301 화성, 오산 안산센터 031-482-2590 안산

광명센터 02-2066-6348 광명, 시흥 하남센터 031-794-4383 하남, 구리, 남양주, 양평

성남센터 031-705-7341 성남, 광주, 여주, 이천 
인천남부

센터
032-437-3570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의정부센터 031-876-4384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인천북부

센터
032-514-4010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부천센터 032-655-0381 부천, 김포

14-24

사업공고
신청·접수

(공단)

대출심사

(공단)

대출실행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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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사업목적

  도내 유망 성장 기업에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

 지원대상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부천시, 김포시 소재 기업 및 도소매, 음식업, 미용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경기신보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지원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최대 4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 협약금리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수준 변동)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보증료율 : 연 1.0%(고정)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차장 심재훈 031-888-5164

14-25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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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지원 제외 대상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실 관련기업 및 관련자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빈번한 연체이력 보유자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 4건 이상 또는 30일 이상 장기연체 기록 보유)

 소유부동산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침해가 있는 자

 세금 체납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자

   주)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별도의 기준 적용

 보증지원 제외 업종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업종을 영위 중인 자

   ① 주점업(다만,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은 가능)

   ② 부동산업(다만,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가능)

   ③ 골프장 운영업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⑥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⑦ 담배 중개업

   ⑧ 잎담배 도매업

   ⑨ 담배 도매업

   ⑩ 금융업

   ⑪ 보험 및 연금업

   ⑫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중개업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

업 중 핀테크 관련 사업 가능)

   ⑬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

을 영위하는 경우

   ⑮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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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안내

지점명 주소 관할구역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남부기술평가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6층 경기도 남부

중부기술평가센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경기도 중부

북부기술평가센터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11층 경기도 북부

고양지점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42, 신한은행 5층 고양시

광명지점 광명시 철산로 36 양정타워 9층 02호 광명시

광주지점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광주시

김포지점 김포시 김포대로 851 6층 601호 김포시

구리지점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

시장청과B동 3층 330호
구리시

군포지점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5호 군포시, 의왕시

남양주지점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5층 502호 남양주시, 가평군

동탄지점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호, 1002호 화성시(일부)

부천지점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4동 302호

(부천테크노파크)
부천시

성남지점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 성남시

수원지점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4층 401호 수원시

시흥지점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2층 시흥시

안산지점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층(신한은행) 안산시

안성지점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209~213호
안성시

안양지점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안양시, 과천시

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양주시, 동두천시

오산지점 오산시 성호대로 124 오산신협 3층 오산시

용인지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A동 8층 용인시

의정부지점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3층 의정부시

이천지점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우리은행빌딩 4층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파주지점 파주시 문화로 98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층 파주시

평택지점 평택시 중앙로 37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 3층 평택지점

포천지점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8층 포천시, 연천군

하남지점 하남시 검단산로 239 하남시벤처센터 1층 하남지점

화성지점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층 화성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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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

 사업목적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진흥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

해 중소기업대출을 취급한 경기지역내 은행에 대해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전략지원부문: 벤처기업, 혁신기업, 녹색기업, 추천기업, 소재·부품 생산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일반지원부문: 「경기본부 전략산업」 영위업체 중 전략지원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명절·재해 등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특별지원부문: 조선, 해운, 도소매업 등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코로나19 피해 지원부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신청방법 

  경기지역 내 전 은행 영업점 또는 서울 소재 은행 영업점(코로나19 피해지원 부문은 경기

지역 영업점만 해당)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한도

   - 전략지원부문 : 업체당 최대 15억원(은행 대출액 기준 30억원)

   - 일반지원부문 : 업체당 최대 7.5억원(은행 대출액 기준 15억원)

   - 특별지원부문 : 업체당 최대 10억원(은행 대출액 기준 20억원)

   - 코로나19 피해 지원부문 : 업체당 최대 5억원(은행 대출액 기준은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대출금리 : 은행이 업체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지원기간 : 최장 5년(코로나19 피해 지원부문은 최장 1년)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전 화

한국은행 경기본부 업무팀 031-250-0092, 0093

14-26

지원대상

중소기업
은 행

한국은행 

경기본부

① 대출신청 ③ 지원신청

② 대출실행 ④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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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지원부문

  다음에 해당하는 경기도(김포·부천시 제외) 소재 중소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확인한 벤처기업

혁신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Inno-Biz 및 Main-biz 해당업체

-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업체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 「기술평가인증서」 보유 중소기업

녹색기업

- 녹색기업,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GR마크 제품 생산 기업

-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을 취득한 기업

추천기업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및 G마크인증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가 추천한 우수기술 보유기업

-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대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서를 발급한 중소기업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기업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브랜드K 선정기업

소재·부품

생산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서를 보유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

산업자·농어업 법인 포함)

고용우수기업

- 월평균(선정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의 기간) 고용인원증가율이 전년말 대비 5% 이상인 기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

- 경기도가 인증한 일자리 우수기업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인증한 특성화고 졸업생 고용우수기업 및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활용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일반지원부문 

   -「경기본부 전략산업」 영위업체(<별표> 참고) 중 전략지원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중소기업

   -  명절·재해 등에 따른 긴급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이 특별히 자금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특별지원부문 

   - 경기부진·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는 경기도 소재(김포·부천시 제외) 중소기업

      * 조선업(311), 해운업(501, 502), 음식숙박업(5621을 제외한 55~56), 도소매업(45~47), 여행업

(752), 운수업(49, 51~52), 여가업(90,911)

 코로나19 피해 지원부문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김포·부천시 제외) 소재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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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본부 전략산업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전략산업

산업명 KSIC Code 등

로봇산업 2928

나노산업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나노기술기반 제품생산업체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 인증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생산업체

제약산업 211, 212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고령친화우수제품생산업체 

및 고령친화우수사업자

디스플레이산업 2621

반도체산업 261

차세대 자동차산업 30

항만물류산업 50112, 50122, 50202, 52921, 52929

관광레저산업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전시컨벤션산업 759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713, 714, 71531, 72, 732, 73902, 73903, 739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1, 7532, 75994

교육서비스업 85503(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에 한함), 8566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

섬유산업 13

가구산업 32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지정한 전략산업

업종 KSIC Code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단, 251, 2520, 2592, 2593, 2594, 2599) 제외

전자부품 등 제조업 26

전 기 장 비 제조업 28(단, 284, 285, 289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단, 291, 2925, 2929 제외)

<별 표>

제8부 보증 및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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