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CA 월간 동향(18년

11월)

동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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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은행(JBIC)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영국 Perform社 앞 출자
◦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츠社가 스포츠 관련 디지털 컨텐츠 제작
업체인 영국 Perform Group Limited에 출자하는 건과 관련하여,
JBIC도 덴츠社와 주주간 협약을 맺고 공동 출자 실시

□ 태국 세라믹 제품 사업지원을 위한 융자
◦ ㈜일본애자(碍子)의 태국 현지법인인 NGK CERAMICS社가 대형
상용차 배기가스 정화용 세라믹 부품을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로, 그 중 JBIC 지원액은 U$66백만

□ 태국 Gulf SRC 가스복합 화력발전사업에 PF방식 대출 지원
◦ 태국 동부 공업지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는 가스복합
화력발전(625MW×4기) 사업과 관련, 동 사업 SPC인 Gulf SRC社P
앞 U$227백만 규모의 PF대출
- 미츠이 물산이 사업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이며, 생산된 전기는
태국 국영전력공사 앞 25년간 판매 예정
◦ ADB, 태국 수은, 미즈호은행, SMBC 및 태국 내 상업은행들과의
협조융자로 지원되었으며, 협조융자 총액은 U$1,299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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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BEI 앞 제 2차 크레디트라인 설정
◦ 중미 각국에서의 송배전망 정비․개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미
경제통합은행(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CABEI) 앞 U$50백만 규모의 크레디트 라인 설정
- 미즈호 간사은행 요코하마 은행 사가 은행 상양은행 츠쿠바
은행 은행 등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총액은
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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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

,

,

U$100

□ 선박 수출을 위한 수출자금 대출
◦ 대만 Ta Tong Marine 그룹이 오시마 조선소에 발주한 55,200톤급
철강재 운반선 1척 관련, 수출자금 대출 지원
-

시티은행 동경지점(간사은행)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시티은행 지원
분에 대해서는 NEXI에 부보

□ 영국 풍력발전사업에 PF 방식 대출 지원
◦ 스코틀랜드 Moray 연안 22km에 걸쳐 건설되는 Moray East 해양풍력
발전소(950MW 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743백만 파운드의
PF 대출계약 체결
- 미츠비시상사, 관서전력 및 미츠비시UFJ리스 등이 공동사업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진행
-

상업운전 후 15년간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CfD) 를 적용하여 전력소매사업자 앞 전력 판매
*

* CfD : 영국 정부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전력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수익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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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민간 지원분 일부에 대해
서는 덴마크 수출신용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며, 협조융자 총액은
1,517백만 파운드
 기 타

□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력 MOU 체결
◦ JBIC은 美 OPIC, 호주 외무무역성(DFAT) 및 호주 수출금융보험공사
(Efic)와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 인프라,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추진 촉진을 위해 업무협력 각서 체결

□ 일본 제조업체 대상 해외진출 관련 조사 실시
◦ 해외사업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진출 유망국가, 보호주의 무역
정책 및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 미중 무역마찰 전망 등에 대해로
해외 진출 일본계 제조업 기업 1,012개社 대상 앙케이트 조사

□ 2018 회계연도 2분기(6~9월) 결산 발표
2

일본무역보험(NEXI)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이스라엘의 여객기 도입 관련 금융지원
◦

이스라엘 항공이 도입하는 보잉787 1기에 영국수출신용보증국
(UKEF)이 수출신용을 지원한 건과 관련, UKEF 앞 재보험 지원
- 787에는 영국 롤스로이스社 Trend 1000 엔진이 탑재되며, 일본은
엔진부품, 구조강제, 기타 항공기 부품 등을 폭넓게 납품중
El-Al

- 3 -

□ 방글라데시 LNG 기지 사업 지분투자 지원
◦ 방글라데시 치타공 인근 Moheshkhali섬 연안에 부유식 액화가스
저장설비(FSRU )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지분 25%를
인수한 미츠비시 상사 앞으로 방글라데시 비상 리스크 및 계약위반
리스크를 보전하는 해외투자보험을 지원
*

* FSRU : Floating L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

-

국내 천연가스 생산 감소에 따라 LNG수입을 추진중으로, 국영석유
에너지 회사인 Petrobangla社는 동 FSRU를 15년간 운용 예정

□ 아일랜드의 여객기 도입 관련 금융지원
◦ 항공기 리스 전문社인 AerCap Ireland가 도입하는 보잉787 1기에
영국수출신용보증국 (UKEF)이 수출신용을 지원한 건과 관련,
UKEF 앞 재보험 지원

□ 대만 앞 선박 수출에 대한 대출보험 인수
◦ JBIC과의 협조융자로, 상세 내용은 JBIC 지원 프로젝트 참조

□ DFAT 및 Efic와의 3자간 업무협력각서 체결
◦ 호주 외무무역부(Australian'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와 호주 ECA인 Efic(the Export Finance and Insurance
Corporation)과 업무협력각서 체결
- 호주 다윈에서 열린 ASEAN+3 회의 기간중, 양국 정상 임석 서명
 기 타

□ 전자 뉴스레터 e-Nexi 11월호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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