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s Release 

 
MIGA was created in 1988 as a member of the World Bank Group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emerging economies to 
support economic growth, reduce poverty, and improve people’s lives. MIGA fulfills this mandate by offering political risk insurance 
(guarantees) to investors and lenders, covering risks including expropriation, breach of contract, currency transfer restriction, war 
and civil disturbance, and non-honoring of sovereign financial obligations.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WORLD BANK GROUP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MIGA Contact 
Mallory Saleson, msaleson@worldbank.org 1.202.473.0844 
Rebecca Post, rpost@worldbank.org 1.202.473.1964 
Cara Santos Pianesi, csantospianesi@worldbank.org 1.202.458.2097 
       
www.miga.org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MIGA와 한국 국토해양부의 협력 

서울과 워싱턴 DC, 2011년 11월 18일 —세계은행그룹의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와 한국 

국토해양부는 한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투자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과천시에서 

두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MIGA의 이즈미 고바야시 부총재와 국토해양부 정내삼 실장이 MoU에 서명했다. 

이 MoU의 목적은 특히 공동 회의, 세미나, 교육 등으로 정치적 위험 보험과 같은 위험 완화 수단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MIGA와 MLTM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양기관은 

한국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마케팅과 사업 개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고바야시 부총재는 MIGA와 국토해양부 간의 관계 강화를 환영하며, “우리는 근면성과 헌신을 통해 

일구어내고 한국에 번영을 가져다 준 한국의 경제 동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인 투자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과 일자리를 창조함으로써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내삼 실장도 이 협약을 환영하며, “이 협력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위험 완화 

수단들과 지식 공유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한국인들이 계속 해외 직접 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고유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MIGA와 같은 

강력한 파트너가 매우 소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MIGA는 MIGA 회원국의 투자자가 개발도상 회원국에 적절한 투자를 할 때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MIGA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투자 유형에는 자기자본, 주주 융자, 일부 비주주 

융자, 일부 주주 융자 보증, 운용 계약, 자산 증권화, 자본 시장 채권 발행, 리스, 서비스, 프랜차이즈,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등이 포함된다. MIGA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은 일자리 창출, 기능 및 기술 

이전, 그리고 각국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천연 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므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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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영향력을 지진 프로젝트들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물, 전기, 그리고 그 외의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고, 세금 수입을 발생시키며, 금융 제도 강화를 지원한다. 

한국 국토해양부는 2010년에 민간 투자자들과 공공 기금을 통해 4억 달러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를 창설하였다. GIF는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로, 철도, 항만 및 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또는 채무 투자를 지원한다. GIF는 신한은행을 금융 

자문기관으로 선임하여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2015년까지 20억 달러로 펀드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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