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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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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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이 임무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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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A 와 한국,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협조 강화 
 

서울 및 워싱턴 DC, 2012 년 6 월 4 일 –세계은행 그룹 중 정치적 위험 보험을 제공하는 ‘국제 

투자 보증 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와 한국 당국은 한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다시 한번 구축하였습니다. 

해외직접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의 두 기관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은행과 맺은 

양해각서(MOU)에 오늘 서명한 것은 이러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기업과 금융 기관들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프로젝트와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MIGA 의 정치적 위험 보험은 국가 정치적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서 프로젝트의 신용을 보강해주며, 이를 통하여 기업의 조달 재원을 다양화하고, 

자본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어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MIGA 는 한국수출입은행,국토해양부와 MOU 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미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을 포함한 전세계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MIGA 의 

지원문의가 늘어남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서명된 MOU 는 협력적 마케팅과 사업 개발을 

통하여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MIGA 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MIGA 부대표 겸 최고운영책임자인 Michel Wormser 는 이 같은 관계 강화를 환영하면서, 

"점점 더 많은 한국 회사들이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한국에 저희 존재를 더 많이 부각시키고, MIGA 의 아시아 허브를 통하여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Wormser 는 MOU 서명과한국 

정부 및 민간 기업과의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에너지 무역 담당 조석 차관은 "우리 두 기관 사이의 협조는 한국에서 MIGA 의 역할 확대에 

의해 더욱 두드러질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MIGA 와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전세계 신흥 경제권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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