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CA 월간 동향(19년

1월)

동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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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은행(JBIC)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앙골라 정부 앞 수출 크레디트 라인 설정
◦

일본 기자재 및 용역 수출지원을 위해 앙골라 재무부 앞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
-

-

앙골라 교통성 항만국이 추진중인 나미베港 수입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사업 및 사코말港 철광자원 수출터미널 개수사업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토요타 통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로 진행되며, 민간 지원분에 대해서는
NEXI가 채무보증을 제공

□ 북유럽 발트지역 첨단 IT기업 대상 투자펀드에 출자
가 발트해 지역 최대 펀드회사인 AS BaltCap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룩셈부르크 국적 펀드(JB Nordic Fund I
SCSp)에 최대 4천만 유로를 출자

◦ JBIC IG Partner社*

* JBIC과 정부계 투자금융사인 IGPI

社가 ‘17. 6월 공동설립한 해외투자

펀드회사

-

북유럽 발트해 지역 첨단 IT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벤처캐피털
펀드로, JBIC 이외에 OMRON社, 파나소닉, 혼다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총 규모는 1억 유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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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Aluminium Bahrain B.S.C. 앞 수출자금 지원
◦

중동 최대의 알루미늄 제련사인 Aluminium Bahrain社가 후지전기 및
스미토모 상사 등으로부터 제련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5백만 유로 규모의 수출자금 지원
파리바은행 도쿄지점과의 협조융자로 진행되며, 대출총액은
90만 유로로 BNP 지원분에 대해서는 NEXI가 채무보증

- BNP

□ 해외 M&A 지원을 위한 크레디트 라인 설정
◦ 일본 기업의 해외 M&A 등에 필요한 장기 외화자금 지원을 위해,
농림중앙금고와 크레디트 라인 설정 관련 일반 협정을 체결
 기 타

□ 해외투자 세미나 2019 개최
◦ 일본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 실적 및 중기 해외투자 유망국가
서베이 결과 발표 등
2

일본무역보험(NEXI)

 주요 지원 프로젝트

□ 마루베니의 영국 해양 풍력발전사업 지분 양도 승인
◦ 마루베니가 보유하고 있는 영국 Gunfleet Sands 해양 풍력발전사업
관련 지분을 JERA社 앞 양도하는 건에 대해 승인
- NEXI

는 ‘12. 3월 본건 관련 158백만 파운드의 채무보증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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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골라 재무부 앞 수출 크레디트라인 설정 승인
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상세 내용은 JBIC 지원실적 참조

◦ JBIC

□ 콜롬비아 여객기 도입 관련 금융지원
◦ 아비앙카 항공이 도입하는 보잉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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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열연설비 수출 관련 재보험 인수
◦ 오스트리아 ECA인 OeKB와의 재보험 협정에 따라, Arcelor-Mittal社
멕시코 법인 앞 열연설비 수출 관련 OeKB의 수출신용에 대해서
재보험 지원
- 主사업자는 Primetals Technologies社 오스트리아 법인이며 同社
독일 법인 및 일본 법인, 그 외 이탈리아 업체가 같이 참여함에
따라, OeKB, Euler Hermes, SACE, NEXI가 협조융자에 동참

□ 바레인 Aluminium Bahrain B.S.C. 앞 수출자금 지원
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상세 내용은 JBIC 지원실적 참조

◦ J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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