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CA 월간 동향(19년

3월)

동경사무소
1

국제협력은행(JBIC)

 주요 지원 프로젝트

□ 항공기 도입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가 미국 Boeing社로부터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해 MUFJ 등
4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관련하여, 대출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증계약 체결 (총 108억엔)

◦ JAL社

□ 말聯 정부가 발행한 엔화 채권에 대해 보증
◦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모형식으로 일본에서 발행한 2,000억엔 규모
엔화 채권(사무라이본드)과 관련하여 보증 제공
- 발행주간사는 다이와, HSBC증권 동경지점, 미즈호증권

□ 러시아 자동차 판매금융 사업 지원
◦

토요타 파이낸셜서비스의 러시아 법인인 AO Toyota Bank社 앞으로
판매금융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러시아 루블화로 대출

□ 통신기기 수출을 위한 우즈벡 국영은행 앞 수출 뱅크론
◦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인 대외경제활동은행(National Bank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NBU) 앞으로
NEC의 기간 통신네트워크 관련 설비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 SMBC와의 협조융자로 총 7,879백만엔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
JBIC 지원액은 4,727백만엔 (SMBC 지원액은 NEXI에 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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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건설기계 리스 사업 지원
◦

미츠이-스미토모 파이낸스&리스社의 중국 현지법인인 Shanghai
Sumitomo Mitsui General Finance and Leasing Co., Ltd. 앞으로 중국
내 건설기계 리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화로 대출
- SMBC와의 협조융자로 총 834백만 위안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
JBIC 지원액은 500백만 위안

□ 말聯 헬스케어 기업 지분취득을 위한 자금 대출
◦

아시아, 유럽 및 중동 등지에서 병원 경영 · 운영위탁, 의료교육기관
운영 등의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중인 말레이시아 IHH Healthcare
Berhad社와 관련, 동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 하고 있는 미츠이
물산 앞으로 취득 자금(총 약 U$20억)중 일부를 대출
-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로 총 U$1,051백만이 지원되었으며,
그 중 JBIC 지원액은 U$400백만
- 미츠이 물산은 이번 추가 지분취득으로, 旣보유분을 합쳐 IHH社
지분 32.9%를 보유하는 1대 주주로 등극

□ 지역은행의 현지통화 대출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스왑 보증
◦

시즈오카 은행이 인도네시아 CIMB Niaga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루피아화를 조달하고자 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CIMB Niaga은행이
중도에 통화스왑을 해지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청산금을 JBIC이
지급 보증하는 통화스왑 보증 지원(보증대상원금 : U$ 30백만)
- 시즈오카 은행은 인니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계 현지
법인(UNIVANCE INDONESIA社) 앞 루피아화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은행 중 최초의 현지화 대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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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의 발전설비 도입 지원을 위한 수출자금 대출
샤루자 토후국 산하의 수전력청(Sharjah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SEWA)이 미츠비시-히타치 파워시스템즈(MHPS) 등에서
가스터빈 등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건과 관련하여, QI-ESG 업무의
일환으로 수출금융을 지원

◦ UAE

*

* JBIC Global Facility to Promote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소시에테제네랄 동경지점(주간사), ING-DiBa AG, 스탠다드차티드
동경지점과의 협조융자로 총 U$482백만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JBIC 지원액은 U$241백만 (민간은행 지원액은 NEXI에 부보)
◦ SEWA는 기존 Al Layyah 가스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1,026.3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 발전설비 증설을 추진중
-

□ 아일랜드 항공기 리스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자금 대출
◦

제작업체에서 직접 기체를 구매하여 항공기 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항공기 보유 세계 3위 규모의 Avolon Holdings社와 관련, 동사
지분을 취득하려 하고 있는 Orix 앞으로 취득자금 중 일부를 대출
- MUFJ, 미즈호, SMBC와의 협조융자로 총 U$1,000백만이 지원되
었으며, 그 중 JBIC 지원액은 U$600백만

□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크레디트 라인 설정
◦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M&A 등에 필요한 장기 외화
자금 지원을 위해, 복수의 지방은행 앞 크레디트 라인 설정
- 히로시마 은행, 아이치 은행 등 2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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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PEMEX社와 업무양해각서 체결
마에다 총재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7차 연례 정책협의에
참석하고, 멕시코 국영석유공사(Petroleos Mexicanos, PEMEX)와 석유·
가스 및 에너지 관련 인프라, 환경 관련 협력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 JBIC

□ 2018 회계연도 제3분기(‘18. 10~12월) 업무실적 발표
2

일본무역보험(NEXI)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우즈베키스탄 기간통신 시스템 수출에 대한 보험 인수
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상세내역은 JBIC 내용 참조

◦ JBIC

□ UAE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보험 인수
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상세내역은 JBIC 내용 참조

◦ JBIC

 기 타

□ 조지아 정부와의 업무협력각서 체결
◦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Ministry of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orgia)와 양국간 수출거래촉진 및 양국 기업의
상대국 시장 진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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