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특례 조치인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대출 상환 면제 안내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대출의 상환 면제에 대해서는 「상환 시 여전히 소득이 감소하는 주

민세 비과세 가구의 상환을 면제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의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상환 면제의 포인트
✔　상환 면제는 자금 종류별로 일괄적으로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긴급 소액 자금, ②종합 지원 자금의 첫 회 대출분, 

      ③종합 지원 자금의 연장 대출분, ④종합 지원 자금의 재대출입니다.

✔ 차용인과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이면 상환 면제 대상입니다.
　그 외 세대원의 과세 상황은 상관없습니다.
✔ 판정 시기와 판정 대상이 되는 과세 요건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상환 첫 해
（2022년도）

상환 2년 째
（2023년도）

상환 3년 째
（2024년도）

긴급 소액 자금 20만 엔

종합지
원자금

첫 회 대출분 45만 엔
60만 엔

연장 대출분 45만 엔
60만 엔

종합 지원 자금
재대출

45만 엔
60만 엔

판정 시기와 판정 대상이 되는 과세 요건

（단신 가구）

（2인 이상 가구）

상환 전년도 또는
상환 첫 해가 비과세

판정 대상이 되는 
과세 요건

상환 2년 째가
비과세

상환 3년 째가
비과세

（거치 기간 연장）

※

※

※ 상환 면제 후에도 자립 상담 지원 기관 등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합니다.

일괄 면제일괄 면제일괄 면제



특례대출 상환 면제에 관한 Q&A

Q1 상환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상환 면제는 사회 복지 협의회에 신청하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서류는 
후생노동성에서 검토 중입니다.

Q2 주민세의 비과세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거주하고 계시는 시정촌에서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또한, 2021년도의 과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일반
적으로 6월 이후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시정촌에 확인해 주십시오.

Q3 왜 전액이 일괄적으로 면제가 아닌가요?
A3 특례대출은 대출 실시 방법에 따라 긴급 소액자금, 종합 지원자금의 
첫 회 대출, 연장 대출, 재대출을 단위로 하여 대출 기간을 설정하거나 
자금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 면제의 판정 방법에 대해서도 대출 
시의 자금 교부액이나 순서를 감안해 각각 일괄 면제를 실시하기로 했
습니다. 상환이 시작되었을 때 차용인의 변제액이나 시기에도 배려하
고 있습니다.

Q4 주민세 비과세 범위 내에서 주민세 소득 비율만 비과세인 사람도 포
함이 되나요?

A4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개인 긴급 소액 자금·종합 지원 자금 콜센터
　　　　  전화 0120-46-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