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和３年１１月現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특례 조치인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상환 면제에 관한 안내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상환 면제에 대하여 ‘상환 면제는 대출 종류별로
일괄해서 실시하며, 빌린 사람과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상환 면제 대
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취급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상환 면제 포인트

✔ 상환 면제는 자금 종류별로 일괄해서 실시합니다. ① 긴급 소액자금, ② 종합 지
원자금의 최초 대출액, ③ 종합 지원자금의 연장 대출액, ④종합 지원자금의 재대
출입니다.
✔ 빌린 사람과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상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 외
가구원의 과세 상황은 묻지 않습니다.
✔ 판정 시기와 판정 대상이 되는 과세 요건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
로는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외에도 상환 중에 사망이나 실종선고, 자기파산 등으로 인해 상환이 곤란
한 상황이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치 기간을 자금 종류별로 연장합니다.

판정 시기와 판정 대상이 되는 과세 요건
상환 1차년도
(2022년도)

① 긴급 소액자금

종합
지원
자금

②최초
대출액
③연장
대출액

상환 2차년도
(2023년도)

상환 3차년도
(2024년도)

20만엔

2021년도 또
는
2022년도가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 (2인 이상 가구)
45만엔
60만엔

2023년도가
주민세 비과세 ※

45만엔
60만엔

④종합 지원자금
재대출

판정 대상이 되
는 과세 요건

2024년도가
주민세 비과세 ※

※상환 면제 후에도 자립 상담 지원기관 등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주) 차입자가 거치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 대상자에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락드립니다.

거치 기간 연장에 대하여
① 긴급 소액자금

종합
지원자금

②최초 대출액
③연장 대출액

④종합 지원자금 재대출

2022년 12월 말일 전에 상환이 시작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2022
년 12월 말일까지(2023년 1월부터 상환 시작)
2023년 12월 말일 전에 상환이 시작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2023
년 12월 말일까지(2024년 1월부터 상환 시작)
2024년 12월 말일 전에 상환이 시작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2024
년 12월 말일까지(2025년 1월부터 상환 시작)

특례 대출 상환 면제에 관한 Q&A
Q1 상환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1 주민세 비과세에 의한 상환 면제 절차는 상환 시작 전(거치 기간 중)에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빌린 분께 직접 안내해 드리오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 후 필요한 서류
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주민세의 비과세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거주하고 계시는 시정촌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각 연도의 과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6월 이후인데, 해당
시정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왜 대출액 전액을 일괄적으로 면제하지 않는 건가요?
A3 특례 대출은 대출 실시 방법에 있어서 긴급 소액자금, 종합 지원자금의 최초 대출,
연장 대출, 재대출을 단위로 하여 대출 기간을 설정하고 자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상환 면제 판정 방법에 있어서도 대출 시의 자금 교부액 및 순서를 고려하여 각 자
금의 종류별로 일괄 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환하게 되었을 경우, 빌린 사

람의 상환액이나 시기에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Q4 주민세 비과세 범위 내에 소득할 주민세만 비과세인 사람도 포함되나요?
A4 포함되지 않습니다.
Q5 긴급 소액자금과 종합 지원자금(최초 대출)의 면제 판정에 대해 빌린 사람과 세대
주가 각각 다른 연도에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도 상환 면제 대상이 되나요?

A5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환 면제는 빌린 사람과 세대주가 같은 연도에 비과
세인 경우에 면제 대상으로 판정됩니다.

【お問合せ先】個人向け緊急小口資金・総合支援資金コールセンター
電話 0120-46-1999
※9:00～17:00（月～金曜日、土日祝日除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