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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A 는 신흥 경제권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이며,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은행 그룹의 일원으로서 1988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MIGA 는 투자자들과 대출자들에게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 (보증), 즉 강제 수용, 계약 위반, 자금 이체 제한, 전쟁과 소요, 그리고 국가의 채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이 임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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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용  

MIGA, 서울사무소 대표 발표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요시하는 조처 

 

워싱턴, 2013년 3월 15일 – 세계은행 그룹 소속의 국제기구인MIGA (Multilateral Invest-

ment Guarantee Agency다자간 투자 보증 기구)는 해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시장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MIGA의 서울사무소 대표 (Representative)로 함정림씨를 

임명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임명은 신흥 시장으로의 사업확장을 추구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MIGA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MIGA의 이즈미 고바야시 

부사장은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프로젝트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함정림씨는 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MIGA의 정치적 보증 (Political 

Risk Insurance)을 활용하면, 상당한 신용보강이 가능할 뿐 아니라, 회사들이 재원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며, 국가 위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MIGA는 한국에서 기업체 및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증대시켜 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 년 동안 MIGA는 마케팅 협력 및 사업 개발을 통하여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지식경제부, 한국산업은행,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출입은행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중동을 포함한 세계 전역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 투자자로 부터 MIGA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이미 보아 

왔습니다. 2011년 한국의 해외 투자 총액은 200억불로 아시아의 역외 직접 투자(FDI) 재원 

규모로는 다섯 번째였습니다. 
 

이번 임명은 신흥 시장의 지속가능 개발 솔루션을 찾으려고 하는 세계은행 그룹과 한국 

간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세계은행그룹의 서울 사무소 개소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취해진 것입니다. MIGA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기업과의 의미 있는 협력 방법들을 찾기 위해 세계은행 및 IFC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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