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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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 수은 6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청렴한 수은인상 확립을 위해
아래의 윤리행동 기본 6원칙을 정하고,
이를 포함한 「임직원 행동강령 및 동 운영지침」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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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과 임직원으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을 받지 않는다.

6
3

우리는 5만원 초과 경조사비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우리는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타인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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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으며, 취업 청탁을 하지 않는다.

6

우리는 타인을 통한 인사 청탁을 하지 않으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지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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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수출입은행 금융상품
각종 「대외거래」 (수출·수입·해외진출) 에 따른 「지원수단」 (대출·보증·외국환·할인·투자) 선택
지원
대외 수단
거래

보

대출

채무보증

수출촉진자금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앞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수출성장자금

수출금융보증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수출거래에 자금을

수출

대출하는 금융기관 앞
수출이행자금

대출금 상환을 수은이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생산 및 제작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보증

수출기반자금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의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지원
수입자금

수입금융보증

국가 경제의 성장, 고용증대,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의 수입자금 지원

수입거래에 자금을

수입

대출하는 금융기관 앞
수입기반자금

대출금 상환을 수은이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거래상대방의 시설·운영자금 지원

보증

해외투자자금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앞 자본금 출자 또는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앞 대여금 등 지원

해외
진출

해외사업자금

해외사업금융보증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사업 영위 시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지원

해외사업거래에
자금을 대출하는

현지법인사업자금

금융기관 앞 대출금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앞 시설·운영자금, 직접투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환을 수은이 보증

해외사업활성화자금
해외사업 관련거래 상대방 등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지원
긴급
경영

긴급경영자금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수출증진, 수입기반마련,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긴급 경영자금 지원
전대금융

간접
대출

신용한도 설정이 체결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해외온렌딩
온렌딩 약정이 체결된 국내 금융기관(해외법인 포함)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 지원

증

외국환

이행성보증

투자

포페이팅
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환어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

수출이행성보증
수출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요구
하는 보증서를 발급

수출팩토링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무소구조건으로 매입

지분증권
대한민국 국민이
투자하는 국내외 법인의

수출환어음매입
국내 수출자 발행 수출환어음을 소구조건으로 매입

주식을 수은이 취득

신용장확인
외국 소재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에 대해 수출대금 결제를 확약

수입이행성보증
수입계약 등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요구
하는 보증서를 발급

수익증권

수입신용장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당행이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지금을 확약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수입팩토링
국외 팩토링사와 제휴하여 국내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

등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공동 투자

할인
무역어음재할인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시중은행이 수출기업 앞 제공한 무역금융 실적을 바탕으로

채무증권

해외사업계약 등의

시중은행 앞 무역금융 지원 자금 제공

수은 대출이 가능한 자가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차입 등을 대신해 발행

요구하는 보증서를

하는 사채권, 기업어음

발급

증권 등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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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기준금리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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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민국 수출거래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거래 시 장점

수출·수입에 필요한 금융을 원활하게 조달
높은 국제 신인도로 자금을 조달하여, 유리한 조건의 정책금융을 고객
기업 앞으로 제공합니다.
다양한 대외거래방식에 대해 맞춤형 금융을 제공
고객기업
(수출자, 수입자)

전통적인 수출입거래는 물론 PF(프로젝트 파이낸스), SF(스트럭쳐드
파이낸스), 해외 M&A 및 R&D, 채권인수 및 보증, 무신용장방식 거래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대외거래방식에 대해 맞춤금융을 제공
합니다.
대외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국가별 정보 제공, 국제계약 법률 상담, 수출신용 자문 등 다양한 비금융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우대지원제도 시행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우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수출초기·초보기업 지원프로그램, 한국형

중소·중견기업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상생금융 프로그램,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등

환위험 관리 지원
다양한 금융서비스(통화전환옵션 등) 및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환위험관리 컨설팅 등)를 통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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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 형태 및 지원수단별 균형 있는 상품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상품 안내

있습니다.

대출
상품명
수출촉진자금

수출
관련
대출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출기반자금

수입
관련
대출

수입자금

수입기반자금

해외투자자금

해외
사업
관련
대출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주요내용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지원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생산 및 제작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국가경제 성장,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직접투자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 등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수출촉진자금
긴급
경영
자금
대출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행 거래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기반자금

수출증진, 수입기반 마련 또는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자금 용도에
따라 당행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입기반자금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로 지원

해외사업활성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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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품명

주요내용
해외 현지은행과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하고, 신용한도 내에서 한국산

전대금융

물품·용역을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 수입자의 결제자금, 아국법인의 설비·
운영자금, 현지기업의 아국법인 관련 물품·용역 구매소요자금에 대해 자금 지원

간접대출
해외온렌딩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혁신성장산업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지원

보증
상품명

주요내용

수출금융보증
채무
보증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수입금융보증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이행성
보증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수입이행성보증

보증 등으로 지원
해외사업이행성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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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외국환
상품명

주요내용

포페이팅

수출팩토링
수출
관련
수출환어음매입

신용장확인

수입신용장
수입
관련

해외 수입국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또는 보증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입
은행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 매입
사후송금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
환어음을 매입
외국 소재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확약
하는 상품
주요자원 및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해외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보증
국제팩토링연맹 산하 국외 팩토링회사와 제휴하여 국내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수입팩토링

인수함으로써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로부터 원부자재를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

할인
상품명
무역어음재할인

주요내용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제공한 무역금융 실적을 바탕으로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상품

투자
상품명
지분증권투자

수익증권투자

채무증권투자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투자하는 국내외 법인의 주식(또는 출자 지분)을 수출입은행이 취득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공동 투자
수출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차입 등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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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 기준금리
변경 안내

LIBOR 금리 고시 · 사용 중단 일정 및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22.1.1자(미달러 외
기타통화는 '21.10.1자)부터 외화 신규 대출 및 기존 계약의 만기연장 취급시 LIBOR
금리 대신 통화별 대체지표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변경전

구분

변경후 <대체지표금리>

(기간물)

(익일물)

(기간물)

미달러

LIBOR

SOFR

Term SOFR

유로

LIBOR, EURIBOR

ESTR

EURIBOR

엔

LIBOR

TONA

TIBOR

파운드

LIBOR

SONIA

Term SONIA

금리용어 설명 (산출고시기관)

참고

•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IBA)
•SOFR :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뉴욕연준(FRB NY))
•EURIBOR : Euro Interbank Offered Rate (유럽자금시장협회(EMMI))
•ESTR : Euro Short-Term Rate (유럽중앙은행(ECB))
•TONA : Tokyo Overnight Average Rate (일본은행(BOJ))
•TIBOR : Tokyo Interbank Offered Rate (일본 은행연합회)
•SONIA :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영란은행(BOE)

고정금리

참고

변경전

변경후

통화별 LIBOR SWAP Rate

통화별 대체지표 SWAP Rate

LIBOR 금리 고시 중단 일정
•IBA(LIBOR 관리기관) 및 FCA(英금융감독청)는 LIBOR 금리에 대한
고시 중단 일정을 최종 확정(2021.3.5자)
구분

미달러

파운드, 유로, 엔,
스위스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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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물

고시 중단

1주, 2개월

2022.1.1자

익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023.7.1자

모든 기간물

2022.1.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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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원서비스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 안내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규모 확대나 중소기업 기준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해 기업의 경영안정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즉시 우대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우대지원 지속(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우대중견기업 지원							
중소기업 졸업(유예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 기업을
“우대중견기업”으로 규정하여 금리 및 대출가능금액 등 우대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충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내용
구분

금리·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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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

우대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금리우대 제공

-

(최대 1.0%p)

약정수수료
부과 대상

면제

약정수수료율

면제

대출기간이 1년 초과하는 대출

2년미만 : 연 0.15~0.20% 이상

2년미만 : 연 0.30% 이상

2년이상 : 연 0.25~0.35% 이상

2년이상 : 연 0.50% 이상

지원서비스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수출입은행은 내수기업이 수출초기기업, 성장기 수출중소기업, 수출중견기업, 나아가
히든챔피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장단계별 수출금융 지원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수출초기·초보기업
지원제도

수출중소기업
지원제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제도

수출시도
중점지원

수출초기
중점지원

수출증대
중점지원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 중점지원

수출초기
기업

내수기업

성장기 수출
중소기업

수출
중견기업

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프로그램
•지원대상 : 정부 선정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
•우대사항 : 대출금리 최대 0.3%p 인하 및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2. 수출초기·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승
 인신청 직전년도 연간(1월~12월) 수출 규모가 1백만불 이하		
(수출초보기업), 5백만불 이하(수출초기기업)인 중소기업
•우대사항 : 대
 출금리 최대 0.2%p~0.3%p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수출실적의 100% 이내) 등

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지원대상 :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선정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우대사항 :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 및 다양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제공

4.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1% 이상인 기업
•우대사항 :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 등

5. 상생금융 프로그램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과 거래관계가 확인된 협력 중소·중견기업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 등을 통한 금리우대 등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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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산업안내

1. 혁신성장산업
수출입은행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및 4차 산업혁명 산업·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수출형 혁신성장산업」을 선정( '18. 7월)하여, 지원대상산업에
대한 금리감면, 한도확대 등 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영위사업(또는 보유기술) 중 특정사업(또는 기술)이 혁신성장산업에 해당하거나
혁신성장산업의 전·후방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테 마

분야

첨단제조·자동화 신제조공정,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 동력장치
화학·신소재
에너지

차세대 전자소재, 고부가 표면처리, 바이오소재, 융복합소재, 다기능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환경·지속가능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생체조직 재건, 친환경 소비재, 차세대치료, 차세대진단,
건강·진단

유전자연구 고도화, 첨단영상 진단, 맞춤형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첨단 외과수술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미디어, 능동형 컴퓨팅, 실감형 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 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능동형조명,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022 혁신성장·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대상
(9대 테마, 46개 분야, 총 296개 품목)

우대사항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율 혜택 제공 (대출: 최대 △1.00%p, 보증: 최대 △0.20%p)
•수출성장자금 관련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 (최대 100%)
•해외투자자금대출 대출금액 한도 확대 (소요자금의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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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뉴딜
수출입은행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7월)에 따라, K-뉴딜 산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뉴딜분야 지원계획(2030년까지 10년간 총 80조원 공급)을
마련하고, 지원대상 산업에 대한 금리감면, 한도확대 등 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우대지원
•지원대상 : 영
 위사업(또는 보유기술) 중 특정사업(또는 기술)이 K-뉴딜* 산업에
해당하거나 K-뉴딜의 전·후방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2022 혁신성장·뉴딜투자 공동기준」에 따른 K-뉴딜
품목대상

참고

뉴딜투자 공동기준
•뉴딜 분야의 효율적 금융지원을 위한 공동기준으로 총 200개의 품목(디지털
뉴딜 116개, 그린뉴딜 84개(녹색 77개+기타 7개))로 구성
•디지털뉴딜: 항공·우주, 차세대진단, 첨단영상진단,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차세대컴퓨팅, 디자인, 핀테크 등 32개 분야 116개 품목
•그린뉴딜: 신
 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등 17개 분야 84개 품목

•우대사항 : 대
 출금리 또는 보증료율 혜택 제공				
(대출: 최대 △1.00%p, 보증: 최대 △0.30%p)
상품별 대출한도 확대 (최대 10%p)

「K-뉴딜 SME 크레딧라인」 설정
각 성장 단계별 총 소요자금을 차주별 통합 한도로 설정하여, 개별단계의 자금 필요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자금 지원
•지원대상 : 뉴딜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여신상품 : 모든 대출·보증 상품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 : “K-뉴딜 중소중견기업”과 동일
•한도운용 :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보증 등 여러 여신을 취급하기 위하여
한도 사용기간이 1년인 회전한도를 설정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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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관리 서비스

1. 금융서비스
통화전환옵션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기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주요내용
수출입은행의 수출성장자금대출 및 수출이행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외화 간 통화 전환은 중소기업에 한함

대상통화

옵션 부여시점

행사횟수

신청가능기간

수수료

통화전환 후
대출금리

전환환율

대출승인 시점에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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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및 외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대출 승인 시

대출기간 중 2회

대출만기일 1개월 전까지

무료

통화전환신청 접수일의 변경후 통화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당초 대출기간 기준)

통화전환신청 접수일의 매매기준율

대출집행

통화전환요청
(만기 1개월 전까지)

옵션행사

대출상환

지원서비스

환율상한옵션

							

대출원금 상환 시 적용되는 환율 상한선을 승인 시점에 미리 설정, 환율이 급등하더
라도 대출금을 미리 정한 환율로 상환할 수 있도록 선택권(Option)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수출입은행의 수출성장자금대출 및 수출이행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통화

원화 및 외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옵션부여 시점
적용대상
수수료

대출 승인 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 원금에 대하여 적용
소정의 옵션수수료 부담 (최초 대출집행 시점에 일괄납부)

대출승인 시점에
약정체결

환율고정부대출

대출집행

원금상환

옵션행사

(당일환율 > 상환환율)

(상환환율 선택)

대출상환

							

원금상환 시 적용하는 환율을 수수료 부담 없이 현재의 선물환율로 미리 고정, 대출
원금 상환시점의 환율상승/하락과 관계없이 대출에 따른 환차손익을 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수출입은행의 수출성장자금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통화

원화 및 외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수수료

무료

적용대상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적용

상환금액

대출금 집행일의 수출입은행 제공 선물환율로 환산

대출승인 시점에
약정체결

대출집행

수출대금
입금

안정 환율로
전환

대출상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환위험관리서비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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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
환위험관리 컨설팅
구분

지원대상

주요내용

수출입은행 거래 중소·중견기업

· 환위험관리 진단 및 계획수립
지원내용

· 환위험관리 실무 방법 안내 및 교육
· 환위험관리 의사결정 관련 자문 등

수행기관

컨설팅 비용

환위험관리 전문 업체

수출입은행이 60% 비용 부담

환위험관리 설명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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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지원대상

수출입은행 거래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환위험관리 개요, 필요성 및 환위험관리 방법 안내

수행기관

환위험관리 전문 업체

참가비용

무료

지원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ESG 경쟁력 강화 및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ESG 금융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ESG품목기반

❶ 지속가능성장 촉진
프로그램

내용
(지원대상) ESG 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 1.0%p 범위 내)

글로벌 Net-Zero 촉진 프로그램
❷ 에너지 전환
촉진 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및 계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우대사항) 수수료 우대(인증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
(지원대상) 국내차주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및 목표관리대상업체

❸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

해외차주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활동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한 기업
(우대사항) 탄소배출 감축 비율에 따라 금리 우대

그린 성장 촉진 프로그램

ESG성과창출

❹ 환경성과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❺ 그린론 프로그램

(지원대상) enVinance 평가 대상 기업 중 환경관리수준 지표별 점수가
향상된 중소기업
(우대사항) 지표 향상 개수에 따라 금리 우대
(지원대상) 환경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우대사항) 수수료 우대(인증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

포용적 성장 촉진 프로그램

❻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❼ 소셜론 프로그램
❽ 수출초기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지속가능성장

❾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1%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수입 관련 대출
(우대사항) 고용자수 증가율에 따라 금리 우대(최대 1.0%p 범위 내)
(지원대상)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우대사항) 수수료 우대(인증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
(지원대상) 전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하이며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대출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 0.30%p 범위 내)
(지원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우대사항) 인증 및 평가 기준 충족 개수에 따라 금리 우대
(지원대상)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❿ 상생금융 프로그램

중소·중견 협력기업 또는 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우대사항) 금리 우대(최대 0.30%p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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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출
수출관련대출

1. 수출촉진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활동
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
사례

A기업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수출입은행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신규 수주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공장 증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기업은 부지매입, 공장건설 설비 구입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 100억원 중 최대 90%인 90억원(단, 신용등급에 따른 기업별
대출한도 범위 내)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다만, 인수 이후에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자금용도

·시설투자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다만, 기술평가등급이 양호한 기술에 한함)
·해외시장개척활동
·수출기업 지분 또는 유·무형자산 인수
·제작자금 등

대출금액

·실소요자금의 90% 이내(다만, 자금용도가 수출기업 인수인 경우 실소요
자금의 50% 이내, 협조대출인 경우 40% 이내)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규모별 대출한도 이내
- 중소기업 : 30억원 (해외 영화홍보활동의 경우 50억원)
- 그 외 기업 : 50억원 (해외 영화홍보활동의 경우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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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기술개발, 수출기업인수, 제작자금, 지적재산권 구입 : 최초 대출취급일로
부터 10년 이내
·그 외의 경우 : 3년 이내

상환방법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다만,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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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성장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수출실적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사례

A 중소기업은 전자제품을 수출(직수출, 로컬수출)하는 기업으로 과거 6개월
간의 수출실적은 3백만불입니다.
이 경우 A 중소기업은 과거 6개월간의 수출실적 증빙자료(3백만불)를
바탕으로 수출성장자금(단기) 최대 2.7백만불(수출실적의 90% 범위 내,
단, 신용등급에 따른 기업별 대출한도 범위 내)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대상기업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 산업(서비스산업, 친환경에너지신산업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실적의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는 100% 이내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대출금액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 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는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는 500억원(중소기업 350억원, 유예중소기업 500억원)
이내이며, 수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800억원(중소기업 500억원, 유예중소
기업 800억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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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
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해양금융단 (051-922-8872)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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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이행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사례

A기업은 △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계약대금을 공정
진행률(기성고 방식)에 따라 수입자로부터 일람불 조건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수출물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추후
수입자로부터 회수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기업
·(수출계약금액-기수령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대출금액

·단,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방식 판권수출계약의 경우,
순제작비(총제작비-홍보비용 등)의 50% 이내

대출기간

대출집행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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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수출계약이행(수출목적물 제작 등)에 필요한 향후 6개월 소요자금
이내에서 선집행

·선집행기간 종료일에 15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에서 대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
현황표, 중복수혜방지확약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외화대출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해양금융단 (051-92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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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기반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국내기업으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수입결제
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수출자의 수출기반 마련 목적의 자금 지원

사례

A기업은 1억불 규모의 플랜트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입자는 수출 계약
대금을 완공 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행은 해외 수입자에게 수입결제자금을 대출하고 해외 수입자는
동 자금으로 국내 수출자 앞 계약대금을 우선 지급하므로, 국내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걱정 없이 수출계약의 이행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수출자의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국내기업으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수입결제자금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기간

·기타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수입결제자금은 수출목적물의 제작기간과 OECD 수출신용협약에
의거한 적절한 상환기간을 합산한 기간 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만기 일시상환 가능

상환방법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수출목적물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초과시 동 소요기간) 이내
·단,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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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 프로젝트 파이낸스 거래의 경우 전문가 실사과정 필요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제작자금 소요계획 및 조달계획, 현지사업계획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사업주의 사업계획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거래관련계약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인프라금융부 (02-6255-5385)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38)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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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대출

1. 수입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사례

A기업은 철광석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수입에 필요한 향후 3개월 소요자금
(결제예정금액 등)은 미화 10백만불입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입대금결제(예정)내역 확인서 등
으로 자금소요사실을 확인한 후, 수입금액의 80%인 미화 8백만불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 이내(중소·우대중견기업, 연구기관

대출금액

90% 이내)
* 단, 해외온렌딩과 시설재, 지식재산권 및 정부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원유·가스·전략광물·희유금속 등 수입거래의 경우 90% 이내

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단, 개발수입거래, 시설재수입거래, 지식재산권수입거래의 경우 1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상환방법

(단, 개발수입거래, 시설재수입거래, 지식재산권수입거래, 해외온렌딩의
경우 3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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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수입실적 확인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
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 제공명세서, 적격보증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자원금융부 (02-3779-6432)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해양금융단 (051-92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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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기반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거래상대방에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사례

외국의 A기업은 구리를 수입하고자 하는 국내기업과 장기구매계약을
조건으로 칠레 구리광산 개발 사업 이행에 필요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 기업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소요
자금의 90%까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조건으로 수입기반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시설자금

자금용도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대출기간

·소요자금의 90% 이내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상환방법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사업종류 및 내용을
고려하여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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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자원금융부 (02-3779-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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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관련대출

1. 해외투자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사례

A 대기업은 브라질에 현지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며, 이 중 자본금으로
5백만불을 납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A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80%인 4백만불에 대해 해외투자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자금용도

주요내용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해외직접투자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소요자금의 80% 이내

대출금액

-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상환방법

- 일정요건 충족 시 만기 일시상환 가능

·거치기간 3년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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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자원금융부 (02-3779-6432)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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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사업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국내기업이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효과가 큰 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
M&A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사례

A기업은 해외시장개척 및 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미국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기업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시설자금
자금용도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소요자금의 80% 이내
대출금액

- 중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상환방법

- 일정요건 충족 시 만기 일시상환 가능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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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자원금융부 (02-3779-6432)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인프라금융부(02-6255-5385)

해양금융단 (051-92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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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법인사업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직접투자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사례

A 대기업은 중국에 현지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 대기업의 생산품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 중국에 7백만불 상당의
기계설비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A 대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소요자금의 90%인
6.3백만불 범위 내에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시설자금
자금용도

·운영자금
·직접투자자금(자회사에 대한 출자자금 및 대여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대출기간

·소요자금의 90% 이내(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은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내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상환방법

- 일정요건 충족 시 만기 일시상환 가능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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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정관, 주주명부, 인감명판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거래계좌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금융거래 설정 등), 이사회의사록,
담보관련서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집행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자원금융부 (02-3779-6432)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인프라금융부(02-6255-5385)

해양금융단 (051-922-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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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사업활성화자금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거래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사례

A 기업과 공동으로 석탄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 현지기업이
총 사업비 2억불 중 부족한 1억불에 대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호주 현지기업은 A 기업과 공동으로 석탄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억불 범위 내에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시설자금

자금용도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금액

- 단,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대상의 간접대출방식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원대상물품 등을 구매 또는 납품하는 거래에 대한 결제
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기간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일정요건 충족 시 만기 일시상환 가능

상환방법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 OECD 수출신용협약 적용대상이면서 국내기업 앞 해외건설공사를 발주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결제자금용도일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6

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재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
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자원금융부 (02-3779-6432)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인프라금융부(02-6255-5385)

해양프로젝트금융부(051-922-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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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자금대출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당행 거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진, 수입기반 마련 또는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당행 수출
촉진자금대출, 수입기반자금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상품으로 지원
사례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을 이용하던 A 수출기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고 ’21년 상반기 수출실적도 급감
하였습니다.
이 경우 A기업은 수출축소를 방지하고 수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당행으로
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에서 수출촉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주요내용
·당행 거래 중소·중견기업 중 경제위기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 및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자금용도

·수출증진, 수입기반 마련 또는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경영자금 용도

대출상품

·수출촉진자금대출, 수입기반자금대출, 해외사업활성화자금대출
· 국내기업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출금액

(단, 설립 3년 미만 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이내)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 경제위기 또는 재난 피해가 시작된 때의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대출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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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대출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재무제표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해외투자사업계획서,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대출승인신청서

대출신청
승인절차진행
대출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대출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대출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대출계약 체결
집행신청서류 접수 / 대출금 송금
대출집행신청서, 입금계좌사본 등

대출집행

신청서류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및 수출입실적 감소,
매출액 감소 등 피해사실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4)
중소중견영업부 (02-6252-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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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대출

1. 전대금융(국외전대은행)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은행과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신용한도내에서
현지은행이 ①한국기업의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현지기업, ②한국기업의 해외현지
법인, ③한국기업의 해외현지법인과 거래하는 해외 현지기업, ④한국기업 앞 주요
전략 원자재·부품·기계류를 수출하는 해외 현지기업 앞으로 금융 지원

수출거래 전대금융
구분

수출기반자금

수출기반자금

(Export Loan)

(Export Facilitation Loan)

한국기업으로부터
물품·서비스를
수혜자
수입하는 해외
및
현지기업의
자금용도
현지 수입결제자금
최종

대리인·중개인을 통해
한국기업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서비스를 현지
구입하는 해외 현지기업*의
구매자금

한국산 물품·서비스의 수출
증대, 한국기업의 인프라사업
수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해외 현지기업*의 시설·
운영 및 그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 단, 대출승인신청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국내기업으로
부터의 수입실적이 미화 200천불 이상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 한정
(국내기업 고용예정인 미화10백만불 이상 인프라사업 발주처
및 수출기여효과가 인정되는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도 동 실적 미적용 가능)

- 단기 : 2년 미만
대출기간 - 장기 : 2년 이상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 OECD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단, 운영자금은 3년이내)

- 소요자금의 90% 이내(단, 대출승인신청일 전월부터 대출
기간에 상응하는 과거 기간동안 국내기업과의 계약금액의
- 단기 : 소요자금의
150% 이내)
100% 이내
대출금액 - 장기 : OECD
- 단,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중 “직접 수입자가
협약에서 정하는
아닌 현지 수입업체로부터 한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한도 이내
(end-user)의 물품 구매자금 지원”은 과거 계약체결 내역이
없어도, 소요자금의 9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원금상환 연 1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 (대출기간 3년 이하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 가능)
방법
- 단, OECD 협약 적용 여신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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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외사업 전대금융
구분

최종 수혜자
및 자금용도

대출기간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KRC Business Loan)

(Overseas Business Facilitation Loan)

해외 한국계기업* 시설·

해외 한국계기업으로부터 물품·

운영·투자자금 및 기타

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현지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구매자금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단, 운영자금은 3년이내)

해외 한국계기업의 판매량 증대, 시장
점유율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현지기업의 시설·운영 및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단, 운영자금은 3년이내)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금액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대출승인신청일 전월부터 대출기간에

소요자금의 100%이내

상응하는 과거 기간동안 해외 한국계
기업과의 계약금액의 150% 이내)

원금상환방법 연 1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 (대출기간 3년 이하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 가능)
* 해외 한국계기업(KRC, Korea Related Company) : 한국기업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 현지기업

수입거래 전대금융
수입기반자금대출

구분

(Import Facilitation Loan)

최종 수혜자 한국기업이 필요한 주요 전략 원자재, 부품, 기계류의 수입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현지기업 앞 시설,
및 자금용도 운영,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출기간

대출금액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단, 운영자금은 3년이내)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대출승인신청일 전월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 기간동안 국내기업과의 계약금액의 150% 이내)

원금상환방법 연 1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 (대출기간 3년 이하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전대금융부 아시아(인도 제외), 터키 (02-3779-6365)
MENA, CIS, 아프리카 (02-3779-6370)

중남미 (02-3779-6367)
러시아, 인도, 유럽 (02-3779-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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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온렌딩(국내전대은행)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중소기업(건설·플랜트, 해양기자재, 혁신성장산업 영위 중견기업 포함)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상품
•해외온렌딩 약정 체결 중개금융기관('21. 12월 기준)			
(국내)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해외)·베트남 : 신한 베트남법인, 우리 베트남법인
·인도네시아 : 신한 인도네시아법인, 우리 인도네시아법인
·중국 : 하나 중국법인, 우리 중국법인, 기업 중국법인
·브라질 : 하나 브라질법인, 우리 브라질법인
·멕시코 : 하나 멕시코법인
구분

대출종류

내 용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수출촉진자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운영
및 시설자금
수출입금융
프로그램

수입자금
수출기반자금

물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서비스를 수입하거나,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해외현지기업의 수입결제자금, 운영 및 시설자금
국내기업이 필요한 주요 원자재, 부품 등의 수입안정화 또는

수입기반자금 수입단가하락 등 수입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해외현지기업의
운영 및 시설자금
해외사업자금

해외투자자금
해외진출 촉진
프로그램

자금 및 시설자금
해외현지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대여금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직접투자자금

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및

사업자금

시설자금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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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설립없이 해외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물품,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해외현지기업의 구매자금,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자금용도

주요내용
·국내 중소중견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현지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해외현지법인 포함)과 거래하는 해외현지기업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분투자, 수입결제자금 등 각 대출상품별 자금용도

·소요자금 또는 수입금액의 90% 이내 (수입자금 중 실적기반자금의 경우
직전년 수입실적의 60% 이내, 수출기반자금 중 수입결제자금의 경우
수출계약금액의 85% 이내)
대출금액

·수출촉진자금(운영자금)의 경우, 직전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실적의 1배
(단, 80억원 이내) 또는 2배(단, 30억원 이내)
·수출촉진자금(시설자금)의 경우, 직전년 수출실적에 따라 수출실적의 8배
(단, 100억원 이내) 및 소요자금의 90% 이내 또는 3배(단, 200억원 이내)
및 소요자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대출종류, 자금용도에 따라 1년~10년

※ 상기 일반 온렌딩 프로그램 및 정책과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온렌딩 디지털플랫폼(http://onlending.koreaexim.go.kr) 참조 및 온렌딩 약정 체결된
중개금융기관의 가까운 지점에 문의바랍니다.
* 창업기업, 지방은행, K-뉴딜기업, 수출초기기업, 유망수출기업 우대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무역금융부 해외온렌딩팀 (02-6252-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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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증
채무보증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

보증

수출입은행
KOREA EXIM

상업은행
(대주)
보증부 대출

사례

수입자
(차주)

수출계약

수출자

A 기업은 B국에 해외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을 위하여 해외금융기관
으로부터 1억불을 대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해외금융기관은 프로젝트의
우수한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의 대출기간 및 B국의 국가리스크 등을
이유로 대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해외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을
보증함으로써 국내 수출자의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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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수입관련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해외사업관련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대상기업
(주채무자)

수출관련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보증수혜자

·지원대상 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하거나 지원대상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

보증금액

·보증대상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 이내

보증기간

·보증대상채무의 채무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 범위 내

보증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보증상담

신용평가

지원가능여부상담
보증대상기업 신용도 및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수출계약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프로젝트 현지출장 등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보증승인신청서

보증신청
승인절차진행
보증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프로젝트 세부내용, 보증서 문안 확정

보증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보증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계약 체결
보증서 발행

보증서 발행

신청서류
보증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담보제공명세서,
부채현황표, 선박의 경우 선박자금수급계획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자원금융부 (02-3779-6432)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해양금융단 (051-922-8872)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38)

인프라금융부 (02-625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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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성보증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사례

A기업은 해외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려고 합니다. 발주처는 A기업이 플랜트
건설사업 도중에 부도 등으로 건설이 완공되지 못한 경우에 A기업 앞으로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A기업의 성공적인 해외플랜트 수주를 위하여
발주처를 보증수혜자로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행성보증의 종류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로 보증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수출입은행은
사업주 또는 발주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며, 보증의뢰인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보유
구분

내 용

입찰보증

입찰시 제출하는 보증서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시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선수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선수금을 환급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 계약서 등에서
정한 손해를 보상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유보해 놓은 대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로
유보금에 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

자재선수금환급보증(Material Bond) 및 세금유보금환급보증
기타이행성보증 (Tax Retention Bond) 등 관련 계약서에 따라 규정한 다양한 손해를
대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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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수출이행성보증

대상기업 국내기업 또는
(보증의뢰인) 해외자회사

대상거래

해외사업이행성보증

국내기업

국내기업 또는
해외자회사

수출촉진 및

국민경제의 중요한

해외투자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해외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거래

거래

관련된 제반 거래

·수출거래 또는
공사계약을 발주 또는
체결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선수금을 지급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보증수혜자

수입이행성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추진에 기여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추진에 기여하는 자

·지원대상 사업을
발주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선수금을 지급하는 자

·보증수혜자를 위하여 ·보증대상거래의
보증을 하는 국외금융
기관 또는 보증대상
거래의 컨소시엄
주간사

계약을 체결하는 자
·보증대상거래의
추진에 기여하는 자
·보증수혜자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 국외 금융

·보증수혜자를 위하여
보증을 하는 국내외

기관 또는 보증대상

금융기관 또는

거래의 컨소시엄

보증 대상거래의

주간사

컨소시엄 주간사

·보증대상거래의
보증금액

·보증대상거래의

·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 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 내

금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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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보증상담

신용평가

지원가능여부상담
보증대상기업 신용도 및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수출계약서, 수출자의 수출이행능력, 프로젝트 현지출장 등

지원조건 확정 / 승인신청서류 접수
보증승인신청서

보증신청
승인절차진행
보증승인에 필요한 기업신용정보, 프로젝트 세부내용, 보증서 문안 확정

보증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보증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담보관련서류 등

계약 체결
보증서 발행

보증서 발행

신청서류
보증승인신청서, 대상거래계약서, 국내외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담보제공명세서,
부채현황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담보제공관련 계약서 및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혁신금융총괄부 (02-6255-5415)

플랜트금융부 (02-3779-6418)

정보통신금융부 (02-6255-5408)

자원금융부 (02-3779-6432)

모빌리티금융부 (02-6255-5161)

해양금융단 (051-922-8872)

바이오서비스금융부 (02-6255-5267)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38)

인프라금융부 (02-6255-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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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국환·할인
수출관련

1. 포페이팅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해외 수입국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또는 보증과 관련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입은행(Forfaiter)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 으로 매입함
으로써 금융지원
* 수입국은행이 환어음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

1. 선적서류

수출자
2. 수출대금지급

사례

3. 선적서류

수출입은행
KOREA  EXIM

수입국은행
4. 만기 수출대금 회수

A기업은 약 20년간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해 온 기업으로, 최근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국 바이어 측이 송금 결제에서 기한부 신용장 결제 방식의
비중을 늘리자 선적 후 90일 후 결제 조건의 수입국 은행 개설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 수출입은행 앞 포페이팅 매입 신청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즉시
대출(일정 할인료율 차감)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사업

주요내용
·신용도가 양호한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 과거 1회 이상 거래기업
·당행 기준 일정 등급 이상 소재국가의 국외은행이 개설 또는 확인한 취소

대상거래

불능 신용장 방식 또는 국외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거래(중계무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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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대출금액

·건당 미화 1만불 이상 미화 5천만불 이하

대출기간

·30일 이상 2년 미만

외국환·할인

구분

주요내용

할인료율
채권보전

·1년 미만 : Term SOFR + 가산율 (기간, 국가, 은행별로 차등 적용)
·2년 미만 : SWAP RATE + 가산율
·신용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거래 개요 및 기업신용도 조사
3개년도 회계자료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등

포페이팅 약정 체결

수출자 - 당행의 포페이팅 약정 체결
외국환거래약정서(포페이팅용), 인감명판신고서, 인감증명서,

포페이팅 한도 승인

거래계좌신고서 등

매입 대상 신용장 한도 승인
대상 신용장 원본

포페이팅 신청

개별 포페이팅 매입 신청
포페이팅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중계무역 : 관련 계약서) 등

인수통지서 접수

신용장에 따른 환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

수입국 은행의 선적서류 인수 통지서 접수
SWIFT를 통한 인수통지서 접수 후 수출기업 계좌 앞 대출금 집행

대출집행

신청서류
외국환거래약정서, 인감명판신고서, 상업등기부등본, 거래계좌신고서, 수출증명서,
수출경험거래증명서류, 포페이팅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L/C사본, 기타 신용장상
선적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무역금융부 무역금융팀 (02-625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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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팩토링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
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함으로써 금융지원
1. 수출채권매입

수출기업

수출입은행
KOREA  EXIM

2. 수출대금지급

3. 수출대금추심

해외수입자
4. 만기 수출대금 회수

지원방식
•제휴방식(Two-Factor System) : 국외팩토링회사와 연계하여 지원
•직접방식(One-Factor System) : 수출입은행이 직접 해외수입자(또는 수출기업)의
신용위험을 인수(직수출, 내국수출 모두 지원)
•디지털 공급망금융방식(Digital Supply Chain Finance) : 글로벌 공급망 연계시스템을
통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
사례

A기업은 전자부품 수출기업으로 유럽 소재 해외수입자로부터 선적 후 90일
경과시점에 T/T방식 결제조건으로 연간 2천만불 규모의 수출주문을 받게
되었으나, 해외수입자가 수출대금을 만기에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고, 선적 후 결제일까지 90일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금의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을 통해 수출이행 후 바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거래

주요내용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urchase Order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
① 국내기업의 직접 수출거래 및 중계무역 거래
② 국내기업의 위탁가공무역 거래
③ 국내기업이 국외현지법인을 경유해서 판매하거나, 동 국외현지법인이 직접 국외
수입자 앞 판매하는 거래

대상
수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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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방식 :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
·직접방식 :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수입자 신용에 따라 최장 1년 이내)
·디지털 공급망금융방식 :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

외국환·할인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수출자 :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 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 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수입자 : 외국기업, 국내기업의 국외 현지법인 등

거래방식

·수출거래별로 수출채권 매입한도(수출팩토링 회전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수출채권을 개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

채권보전

·수입자 신용
·할인료 : Term SOFR + 가산율
* 제휴방식의 경우 할인료 외 별도 수수료 부과

비용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한도 설정 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및 기업신용도 조사
수출거래 적격성 검토, 수입자 접촉을 통한 수출거래 확인

신용조사 (수입자)

수입자 적격여부 검토 (통상 2주 소요)

승인신청서류 접수
수출채권 매입한도설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접수

한도설정 신청
승인절차진행

한도설정 승인

(통상 2주 소요)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수출팩토링거래약정서, 이사회의사록, 채권양도통지서,

한도거래 약정체결

거래계좌신고서, 인감증명서 등

채권매입신청서 접수 / 매입대금 송금
매입신청서, 상업송장, 선적서류 등

집행

신청서류
(한도 설정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수출팩토링거래약정서, 채권양도
통지서, 거래계좌신고서, 수출팩토링 한도설정 신청서, 수출계약서 등
(채권 매입시) 수출채권매입신청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무역금융부 국제팩토링팀 (02-625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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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환어음매입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출환
어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 지원

사례

A기업은 미국 현지 판매법인 앞 D/A 결제 조건의 수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수출입은행 앞 매입 신청 후 수출 대금을 즉시
대출(일정 할인료율 차감)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기업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대상거래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O/A)에 의한
수출 거래

대출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대출금액

대출기간

건당 미화 5만불 이상(단, 분할 선적 거래 또는 다수의 거래가 동일자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미화 5만불 이하도 취급)
30일 이상 2년 미만(단,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또는 O/A 방식에 따른 수출
채권 매입의 경우에는 30일 이하도 가능)

운용방식

회전한도 방식(건별 취급도 가능)

대출금리

Term SOFR+가산율(거래형태, 신용등급, 담보별 차등적용)

채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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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우량기업 : 신용대출
·기타 :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외국환·할인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대출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 기업방문 및 신용조사
회계자료 및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수출계약서 등

신용평가
승인신청서류 접수
회전한도 승인신청서, 부채현황표 등

한도설정 신청
승인절차진행

한도 승인
채권서류 안내 및 접수
와국환거래약정서 (한도거래용), 이사회의사록, 인감증명서 등

개별 매입 신청
수출환어음매입 신청서
환어음매입 신청서,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

대출집행

신청서류
외국환거래약정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신고서, 외국환업무 개별거래 승인신청서
(개별거래방식), 한도 설정 승인신청서(한도거래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신청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기타 필요서류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무역금융부 무역금융팀 (02-625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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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장확인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해외 현지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확약

신용장확인 거래구조
4. 신용장확인 승인 신청 및 승인 통지

수출입은행
KOREA EXIM

전대은행
3. 신용장 개설

1. 수출 계약 체결

수출자

사례

4. 신용장확인
승인 신청 및
승인 통지

2. 신용장 개설
의뢰

5. 신용장확인 승인 및 통지

수입자

㈜△△자동차의 우즈벡 ABC사 앞 수출계약 이행시, 수출입은행은 우즈벡
현지은행 개설 신용장에 대한 확인업무를 통해 수출대금 회수 위험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지원금액

·신용장금액의 100%

지원거래

·L/C 방식 수출거래

확인기간

·확인을 추가한 날로부터 신용장 상의 유효기일까지(단, 선적 후 2년 미만)

확인수수료 ·신용장개설은행의 신용등급 및 신용장 유효기간 등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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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할인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수출계약 체결 (수출자 ↔ 수입자)

신용장개설 의뢰 (수입자 → 전대은행)

신용장 개설 (전대은행 → 수출입은행)

신용장확인 승인 및 통지 (수출입은행 → 수출자)

신청서류
대출계약서, L/C사본, 기타 신용장상 선적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전대금융부 아시아(인도 제외), 터키 (02-3779-6365)
MENA, CIS, 아프리카 (02-3779-6370)
중남미 (02-3779-6367)
유럽, 러시아, 인도 (02-3779-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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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1. 수입신용장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주요자원 및 원자재 등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을 통해 당행이 해외 수출자
에게 대금지급을 확약

사례

철강시장은 구매 시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
합니다. 이에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이 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
보증)을 수출입은행에 신청하게 되면, 1년 이상의 높은 수출입 실적, 안정
적인 재무구조를 토대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철광석 수입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원재료 구매를 통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대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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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당행의 수입관련대출 대상품목의 수입

보증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보증금액

·각 개설건마다 미화 5만불 이상

수수료

·당행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외국환·할인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신용장 한도 개설 상담

지원가능여부상담
수입품의 당행 지원대상 물품 여부 및 수입자의 신용도 검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

신용장 개설 한도 승인

신용장 개설 신청

신용장 개설

수입신용장 개설 회전한도 승인
회전한도 승인신청서, 부채현황표 등 제출

신용장 개설 신청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해외 수출자 앞 신용장 발송
SWIFT를 통해 해외 수출자 앞 수입신용장 개설

* 신용장 한도 개설 상담 및 승인은 최초 거래 시에만 시행, 다음 거래부터는 신용장개설 신청부터 반복

신청서류
회전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인감명판신고서, 부채현황표,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수출·수입실적 증명서, 향후 수출·수입계획서,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무역금융부 무역금융팀 (02-625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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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팩토링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수출입은행이 국제팩토링연맹(Factors Chain International, FCI) 산하 국외 팩토링
회사와 제휴하여 국내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함으로써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
로부터 원부자재를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
사례

A사는 해외 B사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A사는 수입한 원자재로
제작한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대금결제가 가능하기에 수출자에게 사후송금
방식 결제를 요청했지만, 수출자인 B사는 A사의 대금상환을 확신할 수
없기에 신용장 거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사는 수출입은행이 국외 팩토링회사와 제휴하여 국내 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인수해 줌으로써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 부담을 줄여주는 수입
팩토링금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사후송금방식 결제조건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B사도 신용장 없이 수입자 신용위험을 제거하고 미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B사와 A사의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대상거래
대상 채권금액
및 결제기간
대상기업

거래방식

주요내용
수입자금 지원대상 품목 및 수출용 원재료를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으로 수입하는 거래
미화 5백만불 이하,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
2년 이상 동종품목 수입경험이 있고, 동일 수출자와 6개월 이상
거래경험이 있는 수입자
수입자 앞 인수한도(수입팩토링 회전한도)를 설정하여 한도 내에서
수입대금의 지급을 수출자 앞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무역금융부 국제팩토링팀 (02-625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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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재할인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유동성 위기 시 시중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제공한 무역금융 실적을 바탕으로 수출입
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시중은행 앞 지원 상품으로 일반 기업 대상은 아닙니다.

사례

외화유동성 위기로 인해 국내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미달러화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국내 시중은행인 A은행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미달러화를 빌려와 우리 수출기업에게 무역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주요내용
·무역금융제공 실적*이 있는 은행
* USANCE L/C, O/A, D/A 수출거래 관련 매입외환 실적

대출통화

·원화 또는 당행 외화대출표시통화
(단, 미달러화 이외의 재할인용무역어음표시외화는 재할인
거래대상의 통화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대출금액

·대상 은행의 무역금융 지원 실적 한도 내

대출기간

·6개월 이내

대출금리

·Term SOFR + 가산율(대출기간, 당행 차입금리 등 반영)

채권보전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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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재할인 지원 상담

협약서체결

재할인 자금 신청

재할인 집행

수출기업 지원

지원가능여부상담
상담 은행 무역금융 실적 및 신용도 확인

재할인 관련 협약 체결
재할인 자금이 무역금융 지원에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재할인 자금 신청
수출기업 앞 무역금융 실적, 재할인 신청서, 재할인용 어음

재할인 집행
시중은행에게 저리로 자금 제공

시중은행이 수출기업 앞 무역금융 제공
수출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무역금융 제고

* 재할인 지원 상담 및 협약서 체결은 최초 거래 시에만 시행, 다음 거래부터는 재할인 자금 신청부터 반복

신청서류
기본협약서, 어음거래약정서, 백지약속어음, 인감명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상업등기부등본, 위임장, 거래계좌신고서, 무역어음재할인 대상실적, 재할인용 무역
어음, 무역어음재할인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무역금융부 무역금융팀 (02-6252-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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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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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투자
이런 금융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기업에 대해 투자지원

투자상품 종류
상품명

주요내용

지분증권
투자

·대한민국 국민이 투자하는 국내외 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수출입은행이 취득하는 상품

수익증권
투자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공동 투자하는 상품

채무증권
투자

·수출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차입 등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해 투자하는 상품

이렇게 지원됩니다
구분

지분증권투자

수익증권투자

채무증권투자

·당행 대출이나 보증 연계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투자
하거나 운용하는 펀드
·대한민국 국민이 직·간접적
으로 전체 지분의 100분의 ·다른 공적수출신용기관
10 이상 투자하는 사업
(ECA)이나 국제금융기구
(MDB)와 공동 투자하는 수출입은행 대출
·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
경우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 중 최대주주가 되지
대상사업
사업을 영위하는
않는 사업
·수주가능성 제고,
기업
투자개발형
사업
촉진,
·수주가능성 제고, 투자
개발형 사업 촉진, 민간의
자금유입 촉진 등 수출입
은행의 정책적 지원효과가
뚜렷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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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투자대상기업 자본금의
15% 이내

투자형태

우선주, 보통주 등

투자통화

원화 또는 외화

 간의 자금유입 촉진 등을
민
위해 조성된
프로젝트 펀드

펀드조성액의
25% 이하

원화 또는 외화

채무증권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대출종류의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등
원화 또는 외화

투자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
이용절차
투자상담
투자가능여부 상담 및 신용조사 투자의향서 발급

사업타당성 검토

프로젝트 재무적 타당성, 주식가치 평가
국내외 법규 검토 및 실사

투자승인 신청

투자조건 확정
승인절차진행

투자승인
투자계약서 등 관련 서류 검토

투자계약 체결
투자집행 신청서류접수 / 투자금 송금

투자집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담당자
투자금융부 (02-6255-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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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대표전화 : (02) 3779-6114 / 6255-5114

부점명

업

전화번호(02)

팩스번호(02)

혁신금융총괄부

신재생에너지산업(태양광·풍력·바이오에너지·수소에너지·
태양열·기타 신재생에너지 등(수력 제외))에 대한 금융지원

6255-5415

6255-5886

정보통신금융부

정보통신기술·전기전자·전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6255-5408

6255-5885

모빌리티금융부

운송·금속·기계·원자재·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6255-5161

6255-5884

보건의료·석유화학·섬유의류·음식료·
관광·금융·유통·물류·콘텐츠·기타서비스 등에 대한
금융지원

6255-5267

3779-6779

지분·수익·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6255-5107

3779-6740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 및 운용, 경협증진자금
관련 금융지원

6255-5221

3779-6721

인프라금융부

인프라(공항·교량·도로·철도 등),
전력(화력·열병합·원자력·수력 등), 담수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6255-5385

3779-6751

플랜트금융부

정유, 석유화학플랜트, 환경플랜트, 기타플랜트 등 산업설비에
대한 금융지원

3779-6418

3779-6747

자원금융부

자원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3779-6432

3779-6775

전대금융부

국외 전대은행에 대한 간접대출방식 대출 및 전대은행 관련
외국환업무

3779-6367

3779-6746

섬유·의류, 석유화학 등 중소·중견기업 앞 금융지원,
수출초기기업 등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 발굴

6252-3424

6252-3450

음식료,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중소·중견기업 앞 금융지원

6252-3468

6252-3480

무역어음재할인 및 외국환업무(포페이팅, 팩토링 등),
해외온렌딩

6252-3522

6252-3540

바이오서비스금융부
투자금융부
해외사업총괄부

중소중견금융총괄부
중소중견영업부
무역금융부

해양금융종합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부점명

업

해양금융단

국내 조선·해운사 앞 금융지원 (대출, 이행성보증 등)

051)922-8872 051)922-8889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해외차주앞 여신

051)922-8838 051)922-8849

해양프로젝트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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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문의처

국내 지점 및 출장소
지점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032)235-6104

032)235-6110

031)259-6616

031)259-6609

042)489-9428

042)489-9716

043)237-0472

043)237-0476

051)817-9248

051)817-6060

053)260-4108

053)754-1020

055)287-6871

055)287-6831

052)274-5274

052)274-5278

062)710-7899

062)232-6946

063)271-6137

063)271-6139

054)462-7102

054)462-7105

061)643-7713

061)643-7716

033)748-0535

033)748-05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인천지점

(삼성생명구월동빌딩) 19층
E-mail: inchon@koreaexim.go.kr

수도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수원지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E-mail: suwon@koreaexim.go.kr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대전지점

캐피탈타워 16층
E-mail: daejeon@koreaexim.go.kr

충청권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청주지점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6층
E-mail: cheongju@koreaexim.go.kr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0층
E-mail: pusan@koreaexim.go.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지점

대구무역회관 11층
E-mail: daegu@koreaexim.go.kr

영남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
창원지점

경남무역회관 5층 501호
E-mail: changwon@koreaexim.go.kr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울산지점

유안타증권빌딩 4층
E-mail: ulsan@koreaexim.go.kr

광주지점
호남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타임스퀘어 13층
E-mail: gwangju@koreaexim.go.kr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전주지점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10층
E-mail: jeonju@koreaexim.go.kr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출장소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E-mail: gumi@koreaexim.go.kr

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출장소

여수상공회의소빌딩 3층
E-mail: yeosu@koreaexim.go.kr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5층
E-mail: wonju@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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