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CA 월간 동향(19년

6월)

동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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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은행(JBIC)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칠레 구리광산 개발사업에 대한 대출계약
구리광산 개발(2단계)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스미토모금속광산(주) 앞 U$560백만, 스미토모 상사 앞 U$180백만
한도의 대출계약 체결 (민간금융기관 협조융자)
- 캐나다 Trek Resources Ltd, 스미토모금속광산(주), 스미토모 상사,
칠레 Empresa Nacional de Minería의 합작회사인 CMTQB社가 Project
Company이며, JBIC은 동 회사에 지난 5월 PF대출계약 체결
◦ 한편, 일본은 "에너지기본계획"(2018.7월 각의결정)에서 구리 등 기초
금속의 자급률을 2030년 기준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Quebrada Blanca

□ 브라질 화물철도 사업 금융지원
◦

미츠이물산(주)이 동사 브라질 법인 Vale S.A(Vale)와 공동출자한
브라질법인 VLI S.A.(VLI)의 브라질 화물철도노선 설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계약 체결
- 브라질 미즈호은행(Banco Mizuho do Brasil SA)과의 협조융자건
으로 총 U$50백만 중 JBIC은 U$30백만 지원

□ 베트남수출입은행
◦

(Vietcombank)

앞 크레디트라인 설정

베트남의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해 베트남수출입은행(Vietcombank) 앞 크레디트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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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계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총 설정규모는 U$200
백만이며, JBIC은 그 중 U$100백만을 인프라환경성장기금(QI-ESG) 을
통해 지원 (민간지원분 일부는 JBIC보증)
*

* JBIC이 지구환경보전사업(GREEN) 지원을 위해 ‘18.7월 조성한 기금

□ 아프리카수출입은행 앞 크레디트라인 설정
아프리카 지역 회원국 5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 금융기관인
아프리카수출입은행(the African Export-Import Bank ”Afrexim”)과 미
달러화 및 유로화 크레디트라인 설정을 위한 일반협정서 체결
-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건으로 총 설정규모는 U$300백만이며,
JBIC은 그 중 U$180백만을 지원 (민간지원분은 NEXI에 부보)
- Afrexim 앞 수출 크레디트라인 설정은 2012.3월에 이어 2번째
◦ 한편, 올해 8월 요코하마에서 개최 예정인 제7회 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7)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내 사업참여 기회 확대 모색 예정
◦

□ 러시아석탄회사
◦

SUEK

의 키프로스자회사 앞 크레디트라인 설정

러시아 최대 석탄회사인 SUEK(Siberian Coal Energy Company)의 키프로스
공화국법인(SUEK Ltd) 앞 크레디트라인 설정하는 일반협정서 체결
- 민간금융기관 협조융자(민간금융기관분 NEXI부보)건으로 총 설정
금액 U$50백만 중 JBIC은 U$25백만 지원
- 러시아법인 JSC SUEK(Joint Stock Company Siberian Coal Energy Company)의 코마츠
제작소(주) 및 동사 해외현지법인의 건설기계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건

□ 태국 소재 일본기업 현지법인 앞 대출계약 체결
◦

태국 소재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지원을 위한 현지화(바트화) 대출
등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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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 호주수출금융보험공사 등과 공동 성명
,

◦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OPIC),
호주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및 호주
수출금융보험공사(Export Finanan and Insurance Corporation;EFIC)와
공동성명
- 인도태평양지역내 인프라, 자원 등의 분야에서 협조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내용으로, 이미 2018.11월 OPIC, DFAT/EFIC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전력섹터, 가스밸류체인 및
디지털 분야 등에서 개별 프로젝트 안건 발굴을 진행중임

□ 해외 조사 자료 발간
◦

□
□

베네주엘라 최근 동향 조사보고서 월 발간
발간 등
(4~5

년도 국제협력은행 업무 실적
년 월기 결산 공표

2018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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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BIC

중국 리포트

2

일본무역보험(NEXI)

 주요 지원 프로젝트

□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수출 크레디트 라인 설정
과 공동으로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 앞 크레디트라인
설정과 관련, 민간금융기관分 U$120백만 보험 제공

◦ JBIC

□ 몽골법인
◦

□
◦

TDB Leasing LLC

앞 대출보험 인수

엠지리스(주)와 몽골대형은행 Trade&Development Bank of Mongolia의
합작회사인 몽골법인 TDB Leasing 앞 제공한 엠지리스(주)와 미츠
비시UFJ리스(주)의 대출관련 보험 인수(보험가액 약 ￥51억)
S UEK

사와 업무협조 양해각서 체결

러시아에서 6월 6~8일에 개최된 제23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SPIEF)에서 러시아 석탄생산기업인 SUEK社와 양해각서 체결
- NEXI는 2012년 SUEK사 광산의 확장, 설비의 보수 및 주요 항만
터미널 설비확장을 지원했으며, SUEK사는 일본기업의 광산 기계를
구입하고 있어, 향후 NEXI 지원 기대

□ 개 민간금융기관과 업무협조 양해각서 체결
13

◦

인프라펀드 등 펀드 및 프로젝트 본드의 활용을 위한 업무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 상업은행 등 전통적 자금 이외에 기관투자가 등 자본시장발 자금이
NEXI 대출보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협조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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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항만터미널 운영사업 출자 관련 해외투자보험 인수
◦

항만물류업체 카미구미의 미얀마 티라와 항만터미널 운영사업 지원을
위해 동사의 미얀마법인(THILAWA MULTIPURPOSE INTERNATIONAL
TERMINAL CO. LTD) 앞 스미토모 상사, 토요타 통상의 출자금액에
대한 해외투자보험(주식) 인수키로 결정
- 본건 출자자로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도 참여

□ 러시아석탄회사

의 키프로스자회사 앞 크레디트라인 보험 제공

SUEK

과 공동으로 러시아 석탄회사 SUEK(Siberian Coal Energy Company)의
키프로스공화국법인(SUEK Ltd) 앞 크레디트라인 설정과 관련, 총
설정금액 U$50백만 중 민간금융기관분 U$25백만 보험 제공

◦ JBIC

□ 러시아 에틸렌 폴리에틸렌 플랜트 수출 안건
·

◦

동양엔지니어링(TOYO)의 러시아 Irkutsk Polymer Plant(IPP) 앞 에틸렌·
폴리에틸렌 플랜트 수출건에 대해 무역보험 인수 결정
- TOYO는 본건 관련 설계, 기자재조달, 시운전 등 담당

 기 타

□ 신임 대표이사 취임
◦

자

(2019. 6. 17

)

성명 : 쿠로다 아츠로(黒田篤郎)
- 이전 경력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조정관

□ 전자 뉴스레터
ㅇ 최근

월호 발행

e-Nexi 6

의 주요 지원프로젝트 소개

N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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