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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구    분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18년 ‘19년

합    계 10,150 1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 2,500

시설자금 500 4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금리 2.5%,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경

영

안

정 

자

금 

성장기반자금 690 50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200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 750 1,300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100 ․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 - -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 12,500

일

반

자

금

경제활성화자금 6,760 10,840 ž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창업

0 400

ž 창업교육,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
업전) 및 2단계(창업후) 컨설
팅을 모두 이수한 사업자등
록후 1년 이내 업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1.0~1.5%

일반창업 1,000 600
ž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업체

ž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1인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5천만원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1.0~1.5%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 300

ž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ž  청년고용기업, 고용구조 우수기업
ž 생활임금적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특

별

자

금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40 100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ž 여성고용우수기업
ž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 200
ž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
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5%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60 · 저소득층(연35백만원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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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지점) 현황

자치구 영업점 위 치 전화번호

마포구, 용산구 마포지점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공덕동 168번지)  6층
 애오개역(5호선) 1번출구, 공덕역(5․6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

1577-6119

강남구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5층 503호(삼성동 141 성원빌딩)
 선릉역(2호선, 분당선) 8번출구

종로구 종로지점
 서울시 종로구 종로 189(종로4가 11) 기업은행 동대문지점 3층
 종로5가역(1호선) 12번출구

영등포구 영등포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01호, 문래역(2호선) 7번출구

강북구, 성북구 내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강북지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4(번동 463-57)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4층, 수유역(4호선) 1번출구

구로구 내 

(구로동,신도림동)

, 관악구

구로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6(구로동 1128-3) 
파트너스타워 2차 2층(203호), 구로디지털단지역(2호선) 2번출구

광진구, 성동구 성수지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성수동2가 277-43) 성수IT
 종합센터 104-108호 1층, 성수역(2호선) 2번출구

중랑구, 노원구

(상계동 제외)
중랑지점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57(중화동 301-29)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 4층, 중화역(7호선) 3번출구

강서구, 양천구 강서지점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5(염창동 274-8) 대림자동차빌딩 
8층, 등촌역 2번출구

송파구 송파지점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97(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 4번출구

은평구, 서대문구 은평지점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30(불광동 304-2) 파레제페빌딩 302호
 연신내역(3호선, 6호선) 3번출구

강동구 강동지점
 서울시 강동고 양재대로 1553(천호동 44-1) 선진빌딩 6층
 굽은다리역(5호선) 1번출구

중 구 명동지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충무로2가 64-5) 신일빌딩 3층
 명동역(4호선) 8번출구

서초구, 동작구 이수지점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32(방배동 1751) 안석빌딩 8층
 총신대입구역(4호선, 7호선) 1번출구

동대문구, 성북구

(정릉,길음,월곡,

장위,석관동 제외)

신설동지점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2(신설동 117-5) 신삼송빌딩 2층
 신설동역(1호선, 2호선) 6번출구

금천구, 구로구 

(구로동,신도림동 제외)
금천지점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가산동 60-25) 에이스하이앤드
 타워 6차 1603호,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 7호선) 4번출구

도봉구, 

노원구(상계동)
도봉지점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 136(방학동 691-7) 신한은행 방학동지점 2층
 방학역(1호선) 3번출구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관련 업무처리방법 및 금리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