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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앞 정유시설 수출을 위한 641백만 달러 직접대출 승인
- 미 수은은 지난 12. 5일, 터키 이스탄불 소재 Star Refinery A.S.
(Star)앞 미국산 정유공장 설비 수출 지원을 위해 6억 4,070만 달러
규모의 직접 대출을 승인한 바, 동 건을 통해 미국 내 약 3,000여
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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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mir에서 약 50 km 북방의 Aliaga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017년
건설이 완료되면 원유는 물론 나프타, LPG, 크실렌 등 다양한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 Costa Rica 앞 풍력 발전기 수출을 위한 61백만 달러
직접대출 승인
- 미 수은은 지난 11.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소재 Gamesa가,
Costa

Rica의

Globeleq

Mesoamerica

Energy의

Inversiones Ecolicas de Orosi Dos S.A. (Orosil)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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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해 신청한 6,110만 달러 규모의 직접대출을 승인함.
- 동 거래는 미 수은과 Costa Rica의 풍력 발전 관련 첫 거래이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약 200여 개의 일자리가 지원될 전망임.
- Fred P. Hochberg 미 수은 총재는 "미 수은은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미국의 혁신을 보여주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중소기업 앞 질소 펌프 수출지원을 위한 Wells
Fargo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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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싱가포르 에너지 산업 회사앞 7백만 달러 규모 질소
펌프 수출 지원을 위해, Wells Fargo가 제공하는 중기수출금융
(medium-term export financing)에 대한 보증을 승인함.
- 동 거래는 미 수은이 제공하는 중기위임승인제도 (Medium Term
Delegated Authority: MTDA) 프로그램을 통한 Wells Fargo의 첫
번째 거래임. MTDA 프로그램은 상업은행에게 일정 승인권한을
위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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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 Hochberg총재는 "미 수은은 Wells Fargo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전문제품을 아시아의 관문인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한편 미 수은의 싱가포르 관련 여신은 2012년 회계연도
말까지 약 18.1억 달러 규모임.

□ 미 수은과 FedEx의 미국 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 미 수은은 지난 11. 7일, FedEx와 중소기업의 해외 고객 유치 및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함.
-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중소기업이 미 수은의 상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며, 예컨대
FedEx 국제 고객 서비스 책임자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수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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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배제 등 미 수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게 되며, 이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는 미 수은의 무역 금융
상담지원이

제공됨.

- Fred P. Hochberg총재는 "미 수은과 FedEx와의 협력은 미국 내
많은 일자리 지원, 기업의 판매 증가 및 성공적인 국제시장 진출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미 수은이 『민간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부기관』이라는 좋은 상징"이라고 밝힘.

□ 뉴햄프셔 주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포럼 개최
- 지난 12. 6일, 미 수은 Patricia Loui 이사와 Ann McLane Kuster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최하는, “뉴햄프셔 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포럼”이 Nashua Community College에서 개최됨.
- 75명이 넘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미국
기업들이 세계시장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설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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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ccess Program”의 담당 이사 Patricia Loui는 "미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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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함.
- 미 수은의 Global Access Program은 여러 기업들과 미국 상공
회의소를 포함한 금융 및 정부 파트너와 미국 전역에 위치한
60여개 도시 및 주 파트너의 지원을 받고 있음. 미 수은의 2013년
회계연도중 뉴햄프셔 주 지역 기업에 대한 승인 액은 1,840만
달러였으며, 그 중 중소기업을 위한 승인액은 56%였음.

□ 미 수은, 2013 회계연도중 약 11억 달러 수익 달성
- 미 수은은 지난 10. 23일, 2013 회계연도중 10억 5,69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여 미 재무부 일반기금에 전입했다고 발표한 바,
이는 은행의 관리비 및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임.
- Fred P. Hochberg 미 수은 총재는 "미 수은은 그 동안 수많은
일자리를 유지·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에만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