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치현 사회 복지 협의회 제2033호
2021년 7월 16일

(우)　　　-
주소

성명                      님

사회 복지 법인 아이치현 사회 복지 협의회
회장 스즈키 마사오

(관인 생략)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관련 긴급 소액자금 특례대출의
거치 기간 연장 관련 안내(중요 사항)

귀하가 대출한 긴급 소액자금 특례대출은, 차입 후 최장 1년의 거치 기간(변제 개시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상환(변제)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경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에 2022년 3월 말일 이전에 상환이 개시되는 대출은, 거치 기간이 2022년 3월 말일까지 연장된
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조기에 안내해 드려야 하는데 지연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1. 거치 기간 연장과 상환 면제 등에 대하여
(1) 거치 기간 연장에 
   ○「거치 기간」은 「2022년 3월 말일까지 연장」되고, 「상환 기간」은 「2022년 4월 이 개시」 
       됩니다.
○ 거치 기간 연장은 본 회에서 처리하므로 절차 등은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환 면제에 대하여 (별첨 팸플릿 참조)
   ○ 상환 시에도 여전히 소득이 감소하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상환은 면제됩니다. 절차 등에 대   
      해 후생노동성에서 현재 검토 중이므로 결정이 되면 다시 문서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시점에서의 상환 면제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 소액자금 특례대출의 상환 면제 조치 

   소득의 확인 대상(주민세 비과세 확인대상)은, 차용인 및 세대주입니다.
• 긴급 소액 자금의 면제를 판정하는 시기는, 2022년도(상환 초년도)이며, 2021년도 또는 2022  
년도 중 하나가 주민세 비과세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년분의 상환 계획액이 면제가 됩니다.

(3) 상환 방법에 대하여
○전항의 상환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은 분의 긴급 소액자금 특례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입금하러    
나가는 수고가 들지 않는 계좌 이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이사한 경우,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의 절차
○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① 「변경 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셔야 하오니,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 변경이나 성명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등도 필요합니다.

•  주소 변경: 주민표의 원본 또는 수정 후의 면허증 사본(앞·뒤) 등
•  성명 변경: 호적 초본의 원본 또는 수정 후의 면허증 사본(앞·뒤) 등

3. 본건에 관한 문의
사회 복지 법인 아이치현 사회 복지 협의회
특례대출 상환사무센터 콜센터
전화 052-684-9766
(2021년 6월부터 특례대출 전용 상환 사무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송부처>
(우)461-0011 나고야시 히가시구 시라카베 1-45 시라카베 빌딩 3층
사회 복지 법인 아이치현 사회 복지 협의회
특례대출 상환 사무 센터 앞



아이치현 사회 복지 협의회 제2033호
2021년 7월 16일

(우)　　　-
주소

성명                      님

사회 복지 법인 아이치현 사회 복지 협의회
회장 스즈키 마사오

(관인 생략)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종합 지원 자금 특례대출의
거치 기간 연장 관련 안내(중요 사항)

귀하가 대출한 종합 지원 자금 특례대출은, 차입 후 최장 1년의 거치 기간(변제 개시까지의 유
예 기간)을 적용하고 상환(변제)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경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에 2022년 3월 말일 이전에 상환이 개시되는 대출은 거치 기간이 2022년 3월 말일까지 연장된
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조기에 안내해 드려야 하는데 지연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재대출」에 대해서는, 2024년 3월까지 3년간 거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래대로라면 조기에 안내해 드려야 하는데 지연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1. 거치 기간 연장에 대하여
(1) 종합 지원자금 첫 회·연장 대출에 대하여
○「거치 기간」은 「2022년 3월 말일까지 연장」되고, 「상환 기간」은 「2022년 4월 이후에 
개시」 됩니다.
○ 거치 기간 연장은 본회에서 처리하므로, 절차 등은 일체 필요치 않습니다.

(2) 종합 지원자금 재대출에 대하여
○ 재대출은, 첫 회·•연장 대출과는 별개의 대출이므로 거치 기간이 더욱 연장되어 2024년 4월
부터 상환(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회, 연장 대출보다 나중에 상환(변제)이 시작됩니다.
○ 거치 기간 연장은 본회에서 처리하므로 절차 등은 일체 필요치 않습니다.

2. 상환 면제에 대하여 (별첨 팸플릿 참조)
상환 시에 소득 감소가 계속되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상환은 면제됩니다. 
절차 등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에서 현재 검토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문서로 안내드
리겠습니다.
또한 현시점의 상환 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 지원자금 특례대출 상환 면제 조치
첫 회・연장・재대출의 3개 단위로 나누어 각 단위당 상환 면제 상한액(단신 가구의 경우는 　　
45만 엔,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는 60 만엔)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의 확인 대상(주민세 비과세 확인대상)은 차용인 및 세대주입니다.

○첫 회 대출의 면제를 판정하는 시기는 2022년도(상환 초년도)이며 2021년도 또는 2022년
도 중 하나가 주민세 비과세인 경우, 일괄적으로 상환 면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연장 대출의 면제를 판정하는 시기는 2023년도(상환 2년도)이며, 2023년도가 주민세 비과                                                            
   세일 경우 일괄적으로 상환 면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재대출의 면제를 판정하는 시기는 2024년도(상환 3년도)이며, 2024년도가 주민세 비과세일 　　
경우 일괄적으로 상환 면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3. 상환 방법에 대하여
○전항의 상환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은 분의 종합 지원자금 특례대출 상환에 대해서는, 입금하러 　　
나가는 수고가 들지 않는 계좌 이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환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이사한 경우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의 절차
○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뀐 경우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① 「변경 신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 하셔야 하오니,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②   주소 변경이나 성명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등도 필요합니다.

•  주소 변경: 주민표의 원본 또는 수정 후의 면허증 사본(앞・뒤) 등
•  성명 변경: 호적 초본의 원본 또는 수정 후의 면허증 사본(앞・뒤) 등

5. 본 건에 관한 문의
사회 복지 법인 아이치현 사회 복지 협의회
특례대출 상환 사무 센터 콜센터
전화 052-684-9766
(2021년 6월부터 특례대출 전용 상환 사무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송부처>
(우)461-0011 나고야시 히가시구 시라카베 1-45 시라카베 빌딩 3층
사회 복지 법인 아이치현 사회 복지 협의회 
특례대출 상환 사무 센터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