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CA 월간 동향(19년

4월)

동경사무소
1

국제협력은행(JBIC)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칠레 Los Pelambres 銅광산 개발사업 추가 지원
영국 Antofagasta社와 일본측 4개社(JX금속, 미츠비시 머티어리얼,
마루베니 상사, 미츠비시 상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MLP社 앞으로,
선광설비 및 해수담수화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 지원

◦

*

* JBIC은 ’10. 1월 동 사업에 U$245백만

旣승인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JBIC은 U$425백만을 지원하였
으나, 민간금융기관 지원규모 및 참여기관 등은 미발표

-

□ 페루 Quellaveco 銅광산 개발사업 지원
◦

영국 Anglo American社와 미츠비시 상사가 공동출자하여 진행하고
있는 Quellaveco 동광산 개발사업 관련, 미츠비시가 부담해야 하는
개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사 앞 U$500백만 지원
-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이나, 참여기관 및 금액 등은 미발표

□ 스웨덴 법인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융자
고품질 인프라 환경성장 퍼실리티(QI-ESG )’의 일환으로, 히타치
조선그룹의 스웨덴 자회사인 HZI Jonkoping Biogas社 앞 120백만
스웨덴 크로나를 대출
*

◦ ‘

* JBIC Global Facility to Promote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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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는 메탄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연 4만톤의
폐기물로 35,000MWh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 플랜트
건설을 추진중
-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JBIC분을 포함한 지원 총액은
242백만 스웨덴 크로나이며, JBIC 최초의 스웨덴 현지화 대출
- HZI Jonkoping Biogas

□ UAE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사업 관련 PF방식 대출
◦

스미토모 상사와 시코쿠 전력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SHIPCO社
앞으로, 동사가 추진중인 함리야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사업을 지원
하기 위해 U$555백만을 PF방식으로 대출
- SHIPCO社는 UAE 샤루자 토후국內 함리야 지역에 1,800MW
(600MW×3기)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은
23.5년간 샤루자 수전력청(Sharjah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SEWA) 앞 판매 추진중으로, 샤루자 최초의 IPP 사업
- SMBC, SMBC신탁은행, 농림중앙은행, 소시에테제네랄, 스탠다드
차티드와의 협조융자로 JBIC분을 포함한 총액은 U$1,129백만이며,
민간은행 지원액은 NEXI에 부보

□ 말聯 RAPID 정유소 · 복합석유화학 설비관련 PF방식 수출금융
◦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Petroliam Nasional Berhad社 및 Saudi
Aramco社가 공동출자한 PRC社사가, 말聯 조호르州에 정유설비(일
30만배럴 규모) 및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플랜트(연산 330
만톤)를 건설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PF방식 수출자금을 지원
-

미즈호(간사은행), SMBC, MUFJ 및 씨티뱅크 도쿄지점과의 협조
융자로 총 지원액은 U$1,500백만이며, 그 중 JBIC 지원액은
U$900백만(민간은행 지원액은 NEXI에 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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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레이社의 네덜란드 TCAC社 인수자금 지원
◦

토레이사는 기존의 고강도 열경화성 탄소섬유 사업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열가소성 탄소섬유 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해 네덜
란드 TenCate Advanced Composites社를 인수
- JBIC은 인수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민간금융기관과 협조융자로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 및 참여기관 등은 미발표

□ 중국 자동차 판매금융사업 지원
◦

닛산이 출자한 Dongfeng Nissan Auto Finance社 앞으로, 닛산 및
인피니티 차량 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로 총액은 500백만 위안이며, 그 중
JBIC 지원액은 300백만 위안

□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PF방식 대출
◦

스미토모 상사가 설립한 VAN PHONG POWER社 앞으로, Van
Phong 1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PF방식
으로 지원
- SMBC, MUFJ, 미즈호, SMBC신탁은행, 싱가포르 Oversea Chinese
Banking Corporation, 싱가포르 DBS Bank 및 Bank of China와의
협조융자로 진행된 건으로, JBIC 지원액은 U$1,199백만이며 협조
융자 총액은 U$1,998백만 (민간은행 지원액은 NEXI에 부보)
- VAN PHONG POWER社는 1,320MW(660MW×2기) 규모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보유·운영하고, 향후 25년간 베트남전력
공사(EVN) 앞 판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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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이탈리아 공적금융기관과 업무협력협정 체결
◦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투자 및 지방개발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예탁대부공고(Cassa Depositi e Prestiti S.p.A. CDP)와
업무협력협정 체결
- 양국 기업 공동 비즈니스 창출, 금융지원 협조 및 협력관계 강화 등

□ 해외 조사 자료 발간
◦ JBIC

2

중국 리포트, 베네주엘라 최근 동향 보고서 등

일본무역보험(NEXI)

 주요 지원 프로젝트

□ UAE 샤르자 가스복합화력발전 관련 채무보험 인수
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상세내역은 JBIC 내용 참조
- NEXI는 U$516백만 규모의 채무보험을 인수

◦ JBIC

□ 말레이시아 RAPID사업 수출금융 관련 채무보험 인수
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상세내역은 JBIC 내용 참조
- NEXI는 U$600백만 규모의 채무보험을 인수

◦ JBIC

□ 베트남 Van Phong 1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 채무보험 인수
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상세내역은 JBIC 내용 참조
- NEXI는 U$799백만 규모의 채무보험을 인수

◦ J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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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Nghi Son 2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 투자보험 인수
◦

마루베니 상사는 베트남 Nghi Son 2 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NS2PC社를 설립하였는 바, 마루베니의 출자금 및
NS2PC社 채무 관련 마루베니의 연대보증에 대해 NEXI는 투자
보험을 제공
- Nghi Son 2는 베트남 북부 Thanh Hoa성에 600M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설비 2기를 건설하고, 생산된 전력을 베트남 전력청에 25년간
매각하는 사업

□ 팔라우 앞 투자보험 인수
◦

소지츠상사가 ㈜일본공항빌딩,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JOIN)
및 팔라우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팔라우 국제공항터미널 개수·
확장·운영 사업과 관련, 소지츠 및 ㈜일본공항빌딩의 투자자금에
대해 보험 인수
- NEXI는 팔라우의 비상 리스크와 팔라우 정부가 Concession
Agreement를 준수하지 않을 계약위반 리스크를 담보하게 되며,
동건은 NEXI 최초의 팔라우 지원건

 기 타

□ 미츠이-스미토모 해상 자회사와 재보험 계약 체결
◦

영국 및 유럽 각국에 있는 미츠이-스미토모 해상 그룹의 계열사가
인수한 무역보험에 대해, NEXI가 재보험 제공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