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
< 지원원칙 >
① 신속·대규모 지원
② 기존 대출 프로그램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기업까지 지원
⇒ 총 20조원 지원 (신규대출 6.2조원 + 보증 2.5조원 + 만기연장 11.3조원)
<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 지원 >
 거래 全 기업 만기연장(11.3조원) 및 신규 자금지원(2조원) (13.3조원)
ㅇ (지원대상) 輸銀 거래 全 국내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
ㅇ (지원내용) 6개월내 만기도래 기존대출(11.3조원, 877개사)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2조원) 지원
ㅇ (우대사항) 중소·중견기업 금리우대*, 중소기업 이자납부 6개월 유예
* 기존 적용금리에서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차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2.5조원)
ㅇ (지원대상)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
ㅇ (지원내용) 수출입 부진,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
ㅇ (우대사항) 중소기업 0.25%p, 중견기업 0.15%p 보증료 우대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0.2조원)
ㅇ (지원대상)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 수은 재무등급 5o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재무등급별 5∼100억원)
ㅇ (우대사항) 0.5%p + 대출상품별 기본마진(0.3~0.4%p) 일괄 차감

<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 >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2조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
ㅇ (지원내용)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 로 우대지원
* (중소·중견)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50% 이내, (대기업) 30% 이내

ㅇ (우대사항) 중소기업 0.5%p, 중견기업 0.3%p 금리우대
 수출실적 기반 자금* 대기업까지 지원 (2조원)
* 수출실적을 한도로 필요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지원중

ㅇ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및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20년 한시지원, `21년부터는 혁신성장·소부장에 한정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1차관 주재)‘의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대상

ㅇ (지원내용) `20년 2조원 한도 지원(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

내년초 민간금융 구축정도 등 점검하여 계속 운영여부 재검토
< 자금신청 문의 >
ㅇ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본

점

연락처

주

소

02-3779-6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여수지점

061-643-7713 여수시 좌수영로 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광주지점

062-710-7899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 1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