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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앞 단기 및 중기 여신 허용
- 미 수은은 2. 6일부터 미얀마 앞 미국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단기 및 중기 수출금융 (short-term and medium-term export
financing) 지원을 허용한다고 밝힘.
- Fred P. Hochberg 총재는 "이번 결정은 양국 간의 무역 흐름을
개선하고 미얀마가 세계 경제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미 수은의 가용재원 확대를 위한 법안 가결
- 지난 1. 17일, 미 의회는 미 수은의 수입수수료 처분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함. Hochberg 총재는 “동 법안 통과로 미
수은은 더 많은 수출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 모두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미 수은이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미 수은은 2013 회계연도에 205,000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10억 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기록하여 이를 미 재무부에
전입한 바 있음.

□ 호주 앞 미국 광산 및 철도 장비 수출을 위한 6억 9,440만
달러 규모 여신 승인
- 미 수은은 지난 12. 19일, 호주 Roy Hill Holdings 앞 미국

Caterpillar Inc., GE 및 Atlas Copco 사의 광산 및 철도 관련 장비
수출을 위한 총 6억 9,44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함.
- 미 수은은 동 건으로 미국 내 약 3,400여 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약

20%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추정함.
- 한편 동 거래로 인해 향후 Caterpillar의 노천 광산 장비, GE의
철광석 운반용 기관차 등의 수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미 수은, 이스라엘 앞 가스터빈 발전기 수출을 위한 4,480
만 달러 규모 금융 지원 승인
- 미 수은은 지난 12. 16일, G.E International의 이스라엘 Mashav
Initiating and Development Ltd. (Mashav)앞 미국 산 발전 장치
장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4,480만 달러 규모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승인함.
- 동 거래를 통해 TAS Services의 Energy Chiller 패키지를 포함한
GE LM 600 PF Sprint 가스터빈 발전기 세트 및 관련 서비스가
수출되며, 미국 휴스턴과 신시내티 내 약 100여 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Hochberg 미 수은 총재는 “미 수은의 금융지원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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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로 수출되는 최상의 제품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파트너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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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들의 수출을 격려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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