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인 긴급 자금 대출에 관한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및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생

계비 등 필요한 자금 등을 대출하는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대상 가구를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휴업 및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특례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구체적

인 내용의 확인 등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대출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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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지원

송부

대출 결정・송금

문의처

주소：아게시 히라 724

전화：０４８－７７３－７１５５

접수시간：（월～금요일 9:00～12:00 13：00～17：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아게시 사회 복지 협의회



휴업하신 분 등 대상 (긴급 소액자금)

■대상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휴업 등으

로 소득이 감소되어 긴급히 일시적으

로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이 필요한 가

구

※기존의 저소득 가구 등에 한정된 대상을 확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이라면
휴업 상태가 아니라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상한액

・학교 등의 휴업, 개인사업주 등의

특례인 경우, 20만엔 이내

・기타의 경우, 10만엔 이내

※기존의 10만엔 이내로 하던 사례를 확대

■거치 기간

1년 이내

※기존의 2개월 이내로 하던 기간을 확대

■상환 기한

2년 이내

※기존의 12개월 이내로 하던 기한을 확대

■대출이자・보증인
무이자・불필요

■신청 장소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

긴급히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에 소액의 비용을 대출합니다.

실직하신 분 등 대상 (종합 지원자금)※

■대상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소득 감소

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고 생계유

지가 곤란해진 가구

※기존의 저소득 가구에 한정된 대상을 확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상한액

・(2인 이상) 월 20만엔 이내

・(단신) 월 15만엔 이내

대출 기간: 원칙 3개월 이내

■거치 기간

1년 이내

※기존의 6개월 이내로 하던 기간을 확대

■상환 기한

10년 이내

■대출이자・보증인

무이자・불필요
※기존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무이자, 

없는 경우는 연 1.5%로 하던 이자율을

완화

■신청 장소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

생계를 다시 꾸려갈 수 있을 때까지의 필요한 생활비용을 대출합니다.

※종합지원자금중생활지원비

주) 원칙상, 자립상담 지원사업등에의한지속적인지원을받는 것이조건입니다.

빨간색글자는기존
의조건을완화한것.

・・・・・・・・・・・・・・・・・・・・・・・・・・・

이번특례조치는새롭게, 상환시에도계속해서소득이감소된주민세비과세가구의상환을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