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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외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수출 확대 전략

해외정보분석실 양의석 선임연구위원(esyang@keei.re.kr), 임지영(jyyim@keei.re.kr)

김아름 전문연구원(arkim@keei.re.kr)

▶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국가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2013.5월)’을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종합적인 인프라 투자(‘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2016.5월), 제도개선과 지원체제 강화 구상을 제시하였음.

▶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추진 일환으로 JBIC법을 개정하고(2016.5.11) 프로젝트별 상환확실성 

요건이 면제되는 ‘특별 투자요건’을 설정하여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 및 융자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국환 장기차입을 허용하여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서 현지통화 

융자를 확대하였음.

▶ 또한, 정부는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및 이에 따른 투･융자 기간의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NEXI법을 개정하여(2016.4월) NEXI의 무역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해외투자보험 기간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음.

▶ 일본의 해외 전력인프라 프로젝트는 Marubeni상사 등 종합상사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으며, 향후 일본 내 

전력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도 해외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1. 일본의 인프라･시스템 수출 전략

▣ 인프라･시스템 수출 목표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국가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

으로 설정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정부는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각료회의인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이하 ‘전

략회의’)’를 설치하고(2013.3월), 세계 각국으로 인프라･시스템 진출을 위해 정

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전략회의는 일본의 해외 인프라･시스템 진출규모(수주액 기준)를 2020년까지 

약 30조 엔 수준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일본의 해외 인프라･시스템 수출규모는 2010년 9.6조 엔 규모에서 2015년 

26.9조 엔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인프라･시스템 진출분야는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생활환경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음.

･ 인프라･시스템 진출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부문은 정보･통신 부문과 에너지 

부문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7%(정보통신: 22.3%, 에너지: 16.4%, 

2015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국가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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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2010 2014 2015

에너지 3.8 5.6 4.4

교  통 0.5 1.0 1.3

정보통신
통신사업 1.0 5.7 6.0

통신기기 3.0 3.4 3.4

도시 기반정비 1.0 1.8 1.7

생활환경 개선 0.3 0.4 0.5

자료 : 경협인프라전략회의, ‘인프라시스템수출전략 follow-up 제5탄’

< 일본의 해외 주요 인프라･시스템 수출 실적 >

(단위: 조 엔)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이하 ‘수출전략’)’을 마련하여(2013.5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종합적인 인프라 투자(‘질 높

은 인프라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정부는 ‘수출전략’에 근거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인프라･시스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를 독려함으로써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2016년)’
 일본 정부는 G7 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

를 발표하고(2016.5월), 제도개선과 지원체제 강화 구상을 제시하였음.

※ 정부(아베 총리)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1)을 발표

하고(2015.5월), 아시아 국가에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 부문에 일본이 적극

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정부는 향후 5년간 세계 각 지역의 신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너지･자원 부

문 포함)에 약 2,000억 달러 자금을 지원할 구상이며, 진출대상국의 일본 엔 차

관 활용성 제고를 위해 차관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구상을 표명하였음. 

‒ 또한 자국 내 민간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시스템 진출을 촉진하고자 투자 및 재원 

조달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의지를 표명하였음.

2. 일본의 인프라･시스템 수출 지원 체계

▣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 협력체계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는 

1) 일본 정부는 ADB와 연계하여 향후 5년 간 약 1,100억 달러 규모의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아

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음.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2016.5)’
를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체제 강화 
구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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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집행기관으로서, 개도국 정부들을 대상으로 기술협력과 엔 차관 및 무상자

금 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은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유상 원조･차관 관리기능과 외무성의 무상 원조자금 관리기능을 통합하여 

JICA(일본국제협력기구)로 일원화하였음(2008.10월).2)

‒ (민간투자 투･융자 지원) JICA는 자국 기업들에 대하여 개도국 민간투자 사업

에 투자 및 융자방식으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 있음.

･ JICA는 자국 기업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 등으로 개도국 인프

라 구축사업에 참여 시 출자 또는 융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기술 보급 촉진 사업) JICA는 개도국 정부 관계자를 주 대상으로 일본內 연수

프로그램 및 현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JICA는 일본 중소기업의 제품･기술의 해외 진

출 대상국가의 현지적합성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JICA는 ‘기술보급 촉진 사업’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보급･실증)’ 

등을 연계하여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JICA는 해외 에너지인프라 진출지원에 ‘3L(Low-Cost, Low-Carbon, Low-Risk)’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대상국의 전력 접근성 제고 및 전력공급 안

정성 개선을 목표로 하여 전력망 확충, 지열발전 도입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음.

‒ 에너지자원 인프라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개도국 대상의 기술지원 및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내 대학에서의 장기 연수 프

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

고 있음.

▣ 금융지원 체계 강화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은 정

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은행으로서,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에너지자원 개발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

공하고 있음.

‒ JBIC는 ‘해외진출지원 출자제도’ 및 ‘해외진출지원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사업 M&A 및 자원개발 사업에 장기 정책금융 자금을 제공하

고 있음.3)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10.6), KIEP 지역경제 포커스, 08-34호

3) JBIC는 ‘일본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2013.1.11 각의 결정)’에 의거하여 ‘해외진출 출자제도’
와 ‘해외진출 지원 융자제도’를 도입하였음(2013.4.1).

“JICA는 ODA 
집행기관으로서, 
개도국에 
기술협력과 엔 
차관 및 무상자금 
협력을 담당”

“JBIC는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
서 자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에너지자원 
개발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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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 정책 추진 일환으로,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촉

진을 위해 JBIC법4)을 개정하여(2016.5.11) JBIC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 기존 JBIC법 하에서는 JBIC가 수익성이 확실한 프로젝트에만 융자를 제공했으

나, JBIC법 개정 이후부터 프로젝트별 상환확실성 요건이 면제되는 ‘특별 투자

요건’을 설정하여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 및 융자를 허용

하도록 하였음.

‒ 현지 통화 조달방법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한 외국환 장기차입을 허용하여 개도

국의 인프라 사업에서 현지통화 융자를 확대하였음.

‒ 또한 자국 기업의 현지법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는 구매

자에 대한 융자를 통해 자국기업의 해외거점 활동을 지원하는 로컬 바이어스 크

레디트(Local Buyer’s Credit) 제도도 도입하였음.

‒ 중동지역 진출 촉진을 위해서 이슬람 금융 지원수단을 다각화하였음.

･ 이슬람 율법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적

으로 실물자산 매매나 이용을 통해 얻는 이윤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자료 : 도현재(2017.5), 자원개발 지원체제와 효과의 한･일 비교 분석, 자체 연구보고서 

16-03, 에너지경제연구원

< 일본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체계 >

▣ 수출금융 보험 체계 개선

 일본 무역보험공사(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이하 ‘NEXI’)는 

2001년 설립된 정부 100% 출자의 무역보험기관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자국

기업에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4) 株式会社国際協力銀行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JBIC법 개정으로 
‘특별 투자요건’을 
설정하여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 및 융자를 
허용”

“‘NEXI’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자국기업에 
무역보험을 제공”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7호 2018.5.7  7

‒ NEXI가 제공하는 주요 보험 상품은 수출보험, 투자보험, 융자보험 등이 있으며, 

무역보험 보상범위에는 전쟁･테러･송금규제 등 ‘비상 리스크(Country Risk, 

Political Risk)’와 수입자의 파산 등 수입자와 관련된 ‘신용 리스크(Commercial 

Risk, Credit Risk)’를 포함하고 있음.

･ 수출보험: 자국 수출기업이 수출 시에 선적을 하지 못하거나 선적 후에 대금

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투자보험: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자회사 및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업 유

지 불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 융자보험: 자국 은행 등이 해외 사업에 융자했으나 원금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정부는 인프라･시스템 수출전략에 따라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및 

이에 따른 투･융자 기간의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여, NEXI의 무역보험 보상범위

를 확대하였음(2016.4월).

‒ NEXI의 책임준비금은 설립연도(2001년도)에 약 7.5조 엔 수준에서 2016년 말

에는 약 15.7조 엔까지 증가하였음.

‒ NEXI의 2016년 보험보상 규모는 약 7.0조 엔으로 이 중 수출보험 보상규모가 

약 5.4조엔(전체 일본 수출금액의 약 8% 상당)에 달하였음.

자료 : mizuho은행, mizuho global news

< NEXI의 책임준비금 규모 변화 추이(’01~’16년) >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의 
대형화 및 
투･융자 기간의 
장기화 추세에 
대응하여, NEXI의 
무역보험 
보상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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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수출 확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하여 NEXI법을 개정

하여(2016.4월), NEXI의 역할을 강화하였음.

‒ 개정된 법제도는 해외투자보험 기간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연장하

여,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음.

‒ 해외투자보험에 대해 비상 리스크에 대한 보상비율을 기존의 95%에서 100%로 

확대하여 자국 기업의 인프라･시스템 수출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음.

‒ 플랜트･설비 수출 및 기술 제공 등에 대한 대금회수 관련 손실보상 수출보험의 

비상 리스크 보상비율 상한을 97.5%에서 100%로 확대하였음.

‒ 정부는 자국 기업･금융기관의 수출 및 해외 사업진출 지원강화를 위해, NEXI를 

독립행정 법인체제에서 100% 정부 출자의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음(2017.4월).

3. 자원개발 및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수출 지원 활동

▣ 석유･가스전 개발 참여 지원

 JBIC는 UAE 아부다비 육･해상유전의 프로젝트 참여 지속(갱신･신규 지분 확보

계약 체결)을 위한 금융지원(3억 3,900만 달러 한도)을 결정하였음(2017.6.27).

※ UAE는 일본의 대표적 해외자원개발 전략국가로 석유수입 의존도가 25%(337만

b/d, 2015년)에 달하고 있음.

‒ (육상유전) JBIC는 INPEX社가 UAE의 ‘최고석유협의회(Supreme Petroleum 

Council, SPC)’로부터 ADCO광구(약 160만b/d)의 지분 5%를 40년간(2015.4월~ 

2054.4월) 확보하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이에 따라 일본은 

아부다비 육상유전(ADCO광구) 지분을 유지하게 되었음.

‒ (해상유전) JBIC는 INPEX社의 UAE 아부다비의 해상유전 지분 보유기한 연장 

계약(2018.3월 만료)에 요구되는 자금(21억 달러 한도)을 지원하였음(2018.1.16).

※ JBIC는 ADNOC와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고(2015.11.10), 융자공여를 통해 자국 

기업의 자원개발 활동 등을 지원해 왔음.

･ INPEX는 약 40년 간 보유해온 Satah 및 Umm Al Dalkh 해상유전 지분 계약을 

2042년 12월까지 약 25년간 연장하기로 ADNOC와 합의하였음(2017.1.16). 

･ 또한, Umm Al Dalkh 유전의 지분을 현재의 12%에서 40%로 늘리는 것에도 

합의함으로써, 두 유전의 생산량 중 INPEX의 생산지분은 1.4만b/d 수준에 달

하게 되었음.

･ INPEX는 UAE의 Lower Zakum 해상유전(2013년 기준 생산량 30 만b/d)의 지

분을 기존의 12%에서 10%로 축소하고, 보유기간을 40년(2018.3.9~2058.3.8)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SPC 및 ADNOC와 체결한 바 있음(2018.2.26). 

“NEXI법을 
개정하여(2016.4), 
NEXI의 역할을 
강화”

“JBIC는 UAE 
아부다비 
육･해상유전의 
프로젝트 참여 
지속을 위한 
금융지원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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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 전력인프라(발전･송･배전) 구축 지원

 JICA는 자국 기업의 개도국 전력인프라(발전설비, 송배전망 구축 등) 진출을 위

하여 기술역량 강화와 유상 금융지원 및 무상지원 활동을 전개하여 왔음.

 (기술역량 강화) JICA는 미얀마를 비롯한 개도국의 발전부문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부문 발전계획 수립(국가전력 Master Plan)을 지원하는 한편, ‘송･배전 

계통 운영 기술능력 향상 프로젝트5) 등을 지원하여 왔음.

‒ 미얀마 기술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미얀마 송･배전 분야 엔지니어들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2017.1~2월, 2017.5월). 

 (유상 금융지원) JICA는 2016~2017년 기간 중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동남아시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전력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음.

‒ 방글라데시 Matarbari 석탄화력 발전사업에 대해 3회에 걸쳐 엔 차관을 제공하

였으며, 일본기업(Sumitomo, Toshiba, IHI) 컨소시엄은 방글라데시 석탄화력발

전공사의 600MW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 2기 건설 및 400kV 송전망 구축 등

의 사업에 진출하였음(2017.7월).

 (무상 금융지원) JICA가 2016~2017년 기간 중 지원한 무상 금융지원 대상 국가

들은 아프리카 국가들(르완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과 동남･중앙

아시아 국가(필리핀, 타지키스탄 등)들이 대표적으로 예시되고 있음.

‒ JICA의 무상금융 지원 프로젝트는 주로 송배전망 연계를 통해 전력화를 지원하

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을 통한 전력화 

사업(아프리카 통가)도 포함되어 있음.

‒ 무상금융 지원 규모는 국가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19억 

엔 규모(르완다: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Substations and Distribution 

Network Phase-2, 2016.3월)에서 최소 1.4억 엔(시에라리온: The Project for 

Urgent Improvement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in Freetown- Phase 2, 

2017.3월)에 이르고 있음.

5) The Project for Capacity Development of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s

“JICA는 자국 
기업의 개도국 
전력인프라 
진출을 위하여 
기술지원과 유상 
및 무상 금융지원 
활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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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지원 국가 프로젝트명 기간

지원 

규모

기술

역량

강화

피지

The Project for Introduction of Hybrid 

Power Generation System in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2017.3

~2022.6

미얀마
Project for Capacity Development of 

Power Sector Development Planning

2016.9

~2018.2

유상

자금

지원

이집트

Electricity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2016.2 247.62

Hurghada Photovoltaic Power Plant 

Project
2016.2 112.14

Electricity Sector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Project
2016.10 410.98

탄자니아
Kenya-Tanzania Power Interconnection 

Project
2016.1 118.47

케냐
Olkaria V Geothermal Power 

Development Project
2016.3 456.90

볼리비아
Laguna Colorada Geo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Second Stage）
2017.3 614.85

코스타리카

Borinquen 1 Geothermal 

Project（Guanacaste Geothermal 

Development Sector Loan）

2017.6 259.91

미얀마

Power Distribution System Improvement 

Project in Major Cities
2017.3 48.56

Hydropower Plants Rehabilitation Project 2017.4 107.87

베트남
Thai Binh Power Plant and Transmission 

Lines Project （4）
2016.5 549.82

방글라데시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Promotion Project
2016.6 119.88

Matarbari 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ower Project（2）
2016.6 378.21

Matarbari Ultra Super Critical Coal-Fired 

Power Project 3
2017.6 107.45

Dhaka Underground Substation 

Construction Project
2017.6 204.77

파키스탄
Islamabad and Burhan Trasnmission Line 

Reinforcement Project（Phase 1）
2017.5 26.55

인도
Transmission System Strengthening 

Project in Madhya Pradesh
2016.3 154.57

자료 : JIC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JICA 해외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지원 활동 내역(’16~’18.4월) >

(단위: 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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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단
국가 프로젝트

기간 및 

계약 시기
규모

무상

자금

지원

르완다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Substations 

and Distribution Network （Phase 2）
2016.3 22.19

모잠비크
The Project for Emergency Rehabilitation 

of Transmission Network
2017.8 13.90

나이지리아
The Project for Emergency Improvement 

of Electricity Supply Facilities in Abuja
2016.2 13.17

시에라리온

The Project for Urgent Improvement of 

Power Distribution System in 

Freetown（Phase2）

2017.3 1.40

통가
The Project for Installa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System
2017.5 21

필리핀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Equipment for Power Distribution in 

Bangsamoro Area

2017.3 7.71

파키스탄

The Project for Strengthening Training 

Center on Grid System Operations and 

Maintenance

2016.3 9.94

타지키스탄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Substations in Dushanbe
2017.6 21.90

캄보디아
The Project for Expansion of Distribution 

Lines in Southern Economic Corridor
2016.9 8.93

자료: JICA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JICA 해외 에너지 인프라·시스템 지원 활동 내역(’16~’18.4월)(계속) >

(단위: 억 엔)

▣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금융보험 지원 활동

 JBIC는 자국 기업의 해외 발전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 JBIC는 베트남 Nghi Son-2 석탄화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약 5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 同프로젝트는 발전규모 1,200MW(600MW×2기)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
소유･운영하여 25년간 베트남 국영전력회사(Vietnam Electricity, EVN)를 상대

로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임.

‒ (이집트) JBIC는 이집트 Ras Ghareb Wind Energy SAE社(이하 Ras Ghareb)

와 이집트 육상 풍력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약 1억9,200만 달러 한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음.

･ Toyota Tsusho와 Eurus Energy Holdings Corporation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

규모 약 262.6MW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소유･운영하는 사업으로 가동시점부

터 20년간 이집트 송전공사(Egyptian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에 생산

전력을 공급할 예정임.

“JBIC는 자국 
기업의 해외 
발전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동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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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I는 자국 기업의 전력인프라 진출지원을 위하여 금융 지불보증 활동을 확대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지열발전소) NEXI는 Sumitomo상사가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지열발

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지불보증 보험을 발행하였음(2017.1.30).

･ NEXI는 일본 시중은행의 융자에 대한 지불보증 보험을 발행(보험가액: 1억 

3천만 미국 달러, 보험 기간 약 20년)하였음.

･ 同프로젝트는 2019년 가동예정인 발전소로 80MW 규모이며, West Japan 

Engineering Consultants(규슈전력 자회사)가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일본 시중

은행, JBIC 및 ADB가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임.

‒ (쿠웨이트 Mina Al Ahmadi 정제설비 근대화 프로젝트) NEXI는 쿠웨이트 석

유공사(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KNPC)의 Mina Al Ahmadi 정

제설비 근대화 사업에 대하여 수출·융자 보험 제공을 결정하였음(2017.4.3).

･ 同정제설비의 개･보수는 자국의 기업(건설회사 및 Japan Gasoline Company)

이 참여하고 있으며, NEXI는 개･보수와 관련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상

으로 수출보험을 제공(보험가액: 5억 미국 달러, 보험기간: 11년) 하였음.

･ 일본 시중은행 및 JBIC가 KNPC의 자금 조달 가운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 

대금에 충당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10억 미국 달러의 협조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 해외 전력인프라 진출 기업

 일본의 해외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을 견인하는 기업들은 종합상사들로서, 

그중 Marubeni상사가 일본을 포함한 세계 23개국(2017.3월 말 기준)에서 주로 

장기 전력공급계약에 의거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Marubeni는 PT Jawa Power(Pertamina: 40%, Marubeni: 40%, 

Sojizt: 20%)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가스화력발전 프로젝트(Jawa-1)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영전력회사(PT PLN)과 전력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음(2017.1.31).

･ 同사업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대규모 가스 화력발전소 및 LNG저장･재가스화 

사업으로 발전소 규모는 1,760MW이며, 완공은 2021년 예정임.

･ PT Jawa Power는 완공 이후 PLN에 25년간 전력을 공급할 예정임.

‒ (UAE) Marubeni는 Sweihan PV Power Company(Marubeni: 20%, JinkoSolar: 

20%, ADWEA: 60%)를 통해 UAE Sweihan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였음(2017.5.29).

※ ADWEA: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Authority

“NEXI는 자국 
기업의 
전력인프라 
진출지원을 
위하여 금융 
지불보증 활동을 
확대”

“해외 전력인프라 
프로젝트 진출을 
견인하는 
기업들은 
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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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프로젝트는 1,177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운영 사업으로 발전전

력은 아부다비 수력전력회사(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ADWEC)에 25년간 공급하며, 상업가동 개시는 2019년 4월에 예정되어 있음.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은 향후 일본 내 전력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JERA(도쿄전력과 주부전력 공동출자회사): JERA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해외 발전설비 규모를 2,000만k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를 제시하였음.

･ (인도) JERA는 인도 재생에너지발전사(ReNew Power Ventures Private 

Limited(ReNew社)의 지분 10% 확보하고(2017.2.14), ReNwe社를 통해 인도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 (미국) JERA는 미국 Cricket valley energy center(CVEC)社의 44% 지분을 확

보하고, CVEC社는 2020년 상업가동 개시를 목표로 천연가스 발전소(100만

kW)를 건설하고 있음. 同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은 뉴욕州 전력도매시장

을 통해 판매될 예정임.

‒ J-Power: 발전기업 J-Power는 2017년 3월말 기준으로 6개 국가에 36개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85만kW(지분 비중 기준 설비용량: 668만kW) 설비

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발전설비 규모를 1,000만kW(지분 비중 기준)까

지 확대시킬 계획임.

･ (태국) J-Power의 태국 발전 프로젝트는 16개에 달하며, U-Thai가스 화력발전

소(160만kW)는 2015년 가동을 시작하였음.

･ (미국) J-Power가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 프로젝트는 총 11건으로 설

비규모는 202만kW(지분 기준)에 달할 전망임. J-Power는 펜실베니아州에서 

건설 중인 Westmorland 발전소 프로젝트 지분을 추가 확보하였으며(2017.1월), 

2018년 중에 상업 가동을 개시할 예정임.

‒ 간사이전력: 간사이 전력은 필리핀, 태국, 대만, 싱가폴, 오스트리아, 라오스, 인

도네시아, 미국, 아일랜드 등에서 총 13건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발전설

비 규모 약 257만kW(지분 기준)에 달하고 있음.

･ 간사이전력은 2026년까지 해외의 자사 발전설비 규모를 1,000~1,200만kW(지

분 기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임.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은 
향후 일본 내 
전력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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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회사

현재

(가동)
지역 및 전원

진출 전략지분

용량

(만kW)

확대계획

(지분용량: 

만kW)

지역 전원

JERA 690
2,000

(2030년)

아시아

중동

북미

가스

석탄

재생에너

지

· 상업발전(Merchant 

Generation) 확대

· 재생에너지 촉진

J-Power 670
1,000

(2025년)

아시아

미국

가스

석탄

· 자유화된 전력시장 

(미국) 적극 진출

간사이 147

1,000

~1,200

(2026년)

동남아

인도

중동

중남미

북미

유럽

가스

석탄

재생에너

지

· 현지 네트워크 강화

· 종합상사 연계 추진

· 유럽으로 투자지역  

확대

· 재생에너지 전원 

중점 

규슈 153
500

(2030년)
아시아

가스

석탄

지열

·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

· 주력 발전원인 

가스와 함께 

석탄·지열을 중점 

분야로 우량 프로젝트 

개발 추진

주고쿠 48 NA NA NA

· 새로운 해외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구체화

시코쿠 24
150

(2026년)

중동

동남아

미국

가스

재생에너

지

· 재생에너지 전원 

중점

도호쿠 22
120

(2030년)

북미

중미

동남아

가스

· 북미 및 중남미, 

동남아시아를 

중점으로 사업기회 

확대 도모

자료: 경제산업성, ‘국내전력사업자의 해외 전개 전략와 아시아 국가 시장 분석’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일본 주요 전력회사 해외 발전사업 진출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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