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특례 조치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상환 면제 안내
상환 면제 포인트
 상환 면제는 자금의 종류별로 일괄 실시됩니다.
①긴급 소액자금, ②종합 지원자금의 최초 대출액, ③종합 지원자금의 연장 대출액,
④종합 지원자금의 재대출입니다.
 채무자와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균등할, 소득할 모두) 대상자면 상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기
타 세대원의 과세상황은 따지지 않습니다(※면제가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면제 조건 등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 참고)
 위 이외에도 판정연도 이후에 채무자 및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남은 대출
액이 일괄 면제됩니다. 또 상환 중에 채무자의 사망, 실종 선고, 개인파산 등으로 상환이 어려
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자라도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회
복지협의회의 통지문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신청해주십시오.
이사 등으로 신청 시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대출 신청을 한 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해주십시
오.

면제 조건과 면제 상한액
자금 종류

면제 조건

면제 상한액

상환 개시 시기

※면제가 되지 않
는 경우 등

긴급 소액자금
2022년 3월 말까지의 신청분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20만엔

2023년 1월~

긴급 소액자금
2022년 4월 이후의 신청분

2023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20만엔

2024년 1월~

종합 지원자금(최초 대출분)
2022년 3월 말까지의 신청분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2인 이상 가구)

2023년 1월~

종합 지원자금(최초 대출분)
2022년 4월 이후의 신청분

2023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2인 이상 가구)

2024년 1월~

종합 지원자금(연장 대출분)

2023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2인 이상 가구)

2024년 1월~

종합 지원자금(재대출)

2024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2인 이상 가구)

2025년 1월~

※1 2022년 4월 이후의 긴급 소액자금, 종합 지원자금(최초 대출)의 특례 대출 신청분은 2023년도의 주민세
비과세를 기준으로 상환 면제 판정이 내려지며, 거치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2 상환 면제 후에도 자립상담지원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거치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환할 필요가 있으나 상환이 어려운 분은 뒷면의 관계기관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한 관계기관 안내
취업, 가계 등의 지원
함께 가계를 재검토하고 수입·지출 상황을 개선하는 서비스, 채무정리 서비스 이외
에도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등과 연계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자】 수입이나 생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

주요 상담창구
자립상담지원기관
헬로워크
(공공직업안정소)

자립상담지원기관 목록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지원 내용
가계 개선 지원사업 등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상담해드립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936284.pdf
일자리 상담, 소개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koyou/hellowork.html

헬로워크 목록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다중 채무 및 법률 관련 상담
법률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 정리(개인회생, 개인파산 등)를 도와드립니다.
【이용대상자】 특례 대출 이외의 채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주요 상담창구

전화

지원 내용

소비자 핫라인
(소비생활 상담창구)

188

소비자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가까운 소비생활 상담창
구를 안내해드립니다.

일본사법지원센터
(법 테라스·서포트 다이얼)

0570-078374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대신 지급 제도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고민 상담 110번)

0570-783110

가까운 변호사회 상담센터로 연결해서 상담 예약 등을 도
와드립니다.

법무사 종합상담센터

가까운 법무사 종합상담센터에서 과오납 유무 확인 등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hiho-shoshi.or.jp/activity/consultation/center_list/

다중 채무 상담창구

법무사 종합상담센터 목록
(일본 법무사회 연합회
홈페이지)

다중 채무 상담창구 목록
(금융청 홈페이지)

금융청 홈페이지에서 다중 채무 상담창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a.go.jp/soudan/

상환 관련 상담
상환 중인 상환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관계기관과 연결해드립니다.
【이용대상자】 상환 면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상담창구】 거주하는 도도부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송한 면제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주십시오.

【기타 문의】 생활복지자금 대출 상담 콜센터

0120-46-1999 (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