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CA 월간 동향(18년

12월)

동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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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은행(JBIC)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 앞 수출 크레디트 라인 설정
서미트 참석을 위한 아베 총리의 아르헨티나 방문에 맞추어,
아르헨티나 국립은행(Banco de la Nacion Argentina) 앞으로 일본제
인프라 설비 도입지원 등을 위한 수출 크레디트 라인 설정

◦ G20

- JBIC

지원액은 U$36백만으로, 특별업무 계정 에서 지원
*

* 이라크 변전설비 수출사업, 아르헨티나 철도 신호설비 수출 사업에 이은
세 번째 특별업무 사업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대출 총액은 U$60백만이며,
민간 지원분에 대해서는 NEXI에 보험 부보

□ 인니 플랜트 관련 수출금융 및 로컬수출금융 지원
◦ 인도네시아 PT. Chandra Asri Petrochemical社가 자바섬 서부 반텐州
치레곤 석유화학단지 내에 HDPE, LLDPE 및 mLLDPE 등 연산
40만톤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출금융
(U$103백만) 및 로컬 수출금융(U$11백만) 등 총 U$114백만 지원
엔지니어링 및 동사의 현지 자회사인 PT. Inti Karya Persada
Tehnik가 공사를 일괄 수주하였으며, 현지 자회사는 인니 현지
설계 및 감리 등의 컨설팅 계약도 수주

- T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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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대출은 BNP Paribas 동경지점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대출
총액은 약 U$191백만 (수출금융 U$172백만 + 로컬 수출금융 U$19
백만)이며, BNP 지원분은 NEXI에 부보

□ 대규모 해외 M&A 지원
◦ 다케다 약품공업 앞 소화계 및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 선도기업인
아일랜드 Shire社 인수 자금으로 U$ 37억을 대출
-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대출 총액은 U$ 157억

□ 미얀마 복합 부동산 개발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
·

◦ ㈜동경건물과 ㈜후지타가 미얀마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양곤 시내 복합 부동산 개발·운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U$47백만
대출
*

* 호텔, Serviced Apartment, 오피스 및 복합상업시설 등 입주 예정

및 미즈호와의 협조융자로 대출 총액은 US144백만이며,
해외 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JOIN)은 지분투자 형태로 참여

- SMBC

□ 러시아 Gazprom 발행 사무라이채권 보증
社

◦ 일본 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무라이채 발행
지원 퍼실리티’의 일환으로, 러시아 Gazprom社가 발행한 사무라이
채권(650억엔)의 일부에 대해 보증 제공
-

발행 주간사는 미즈호 증권, SMBC Nikko 증권, JP Morgan, GPB
Financial Service 등
- 2 -

□ 멕시코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사업 지원
·

◦

社가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州에서 자동차 무단
변속기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자회사
앞 65백만 멕시코 페소를 지원
- MUFJ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총액은 109백만 멕시코 페소
Molitec Steel

□ 지방은행 등에 크레디트 라인 설정
◦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M&A에 필요한 중장기
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은행 등에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하고
소요자금을 간접 대출
*

* 시즈오카 은행, 요코하마 은행, 미츠비시UFJ 리스 태국법인,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조요 은행, 하치쥬니 은행 등

 기 타

□ 아르헨티나 정부 등과의 업무협력 각서 체결
◦ G20 기간중 아르헨티나 재무성 및 아르헨티나 국립은행(Banco de
la Nacion Argentina)과 인프라 개발촉진 관련 업무협력 각서 체결

□ 안데스 개발공사와 업무협력 각서 체결
◦ 남미 지역개발금융기관인 안데스 개발공사(Corporaciongn Andina de
Fomento, CAF)와 자원 및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각서

□ 2018 회계연도 2분기(‘18. 7~9월) 업무실적 발표
□ 베네주엘라 최근 동향 조사보고서 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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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무역보험(NEXI)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아르헨티나 국립은행 앞 수출 크레디트 라인 관련 보험 인수
앞 크레디트 라인(U$60백만) 중 민간
은행 지원분(U$24백만)에 채무보험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JBIC
지원 프로젝트 참조

◦ Banco de la Nacion Argentina

□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 관련 보험 인수
◦

인니 최대의 석유화학 기업인 PT. Chandra Asri Petrochemical社가
신규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 채무보험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지원 프로젝트 참조
,

JBIC

 기 타

□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와의 협의회 개최
◦ ‘18. 10월 중일 제3국 시장 협력포럼에서 체결된 MOU에 따라, NEXI와
SINOSURE 경영진이 참가한 제1회 양자협의회를 동경에서 개최
하고, 최신 업무동향, 기업 내부준법감시,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
의견교환

□ 전자 뉴스레터 e-Nexi 12,1월호 발행
◦ 최근

의 주요 지원프로젝트 소개

N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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