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에 , 

대한 지원 강화

추진부서 협조부서
종합

추진율
사업기간

사업추진 현황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의 수( )

기업지원과      

100%
임기내 임기후 합계 이행완료

이행후 지속( ) 정상추진 부진
담당자

정민호

( 8483)☎ 
○ 3 3

공약내용

총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세부사업

목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및 융자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투자계획

백만원( )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이후2022

계

계획 2,240 420 450 570 400 400

확보 2,240 420 450 570 400 400

집행 1,700 405 416 386 389 104

연차별 주요계획 및 목표 추진율

2018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융자규모 억원 이차보전금 백만원 지원: 50 / 140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 억원 이차보전금 백만원 지원 : 90 / 130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백만원: ( ) 150

18%

2019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확대

경기악화로 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37%

2020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확대

전년대비 상향 예산 편성 운영 - 5% 

코로나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19 

57%

2021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통합운영

코로나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19 
85%

2022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확대

코로나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 19 
100%



구  분 세부 추진실적 추진율

2018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이자차액보전금 : 126백만원 지원

  - 융자지원결정 개사 백만원: 12 / 3,350

18%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자차액보전금 : 129백만원 지원

  - 융자지원결정 개사 백만원: 43 / 9,732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출연 백만원: 150  

보증서 발급 개사 백만원  - : 54 / 1,087

2019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이자차액보전금 백만원 지원: 122

융자지원결정 개사 백만원  - : 26 / 7,096

50%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자차액보전금 백만원 지원: 194

융자지원결정 개사 백만원  - : 47 / 9,192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출연 백만원 : 100

보증서 발급 개사 백만원  - : 18 / 277

2020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이자차액보전금 백만원 지원: 128

융자지원결정 개사 백만원    - : 24 / 5,580

70%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자차액보전금 백만원 지원: 258

융자지원결정 개사 백만원    - : 58 / 9,425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 여력한도 백만원: 5,555

보증서 발급 개사 백만원  - : 2 / 54

202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자차액보전금 백만원 지원: 389

융자지원결정 개사 백만원      - : 89 / 12,648
100%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 여력한도 백만원: 5,415

보증서 발급 건  - : 5

202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자차액보전금 백만원 지원: 104

융자지원결정 개사 백만원  - : 23 / 3,315
100%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 여력한도 백만원: 5,355

보증서 발급 건  - : 2

비  고 내       용

부서총평

애로사항( )

코로나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요건19

을 완화하였으며 직접적인 융자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 

사료됨.

향후

추진계획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에 대한 융자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지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