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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A 와 한국수출입은행,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워싱턴 DC, 2010 년 3 월 1 일— 세계은행 그룹의 일원인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그 취지로 양해각서 (MoU)에 서명하였습니다. 
 

MoU 는 MIGA 의 이즈미 고바야시 대표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김동수 행장이 

워싱턴 DC 의 MIGA 본사에서 서명하였습니다. 

 

MoU 의 목적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함에 있어서 

MIGA 와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의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의 역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MoU 는 또한 MIGA 와 수출입은행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서의 전반적인 업무조율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이 협력관계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적 (또는 비 상업적) 

위험요소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그 두 기관이 서로간에 긴밀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고바야시 대표는 MIGA 와 한국수출입은행 간의 관계 확장을 환영하였습니다. 

“국제 금융 기관간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조를 확고히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거의 2 년을 끌어온 경제 혼란이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이 때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MIGA 는 개발도상국에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상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성장 기회에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김 행장은, “외국인 직접 투자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선진국들에게는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합니다. 저는 MIGA 와 

한국수출입은행간의 MoU 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특히 자연 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건설에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MIGA 와의 돈독해진 

협조관계는 저희 은행이 한국 기업들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크게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MIGA 는 MIGA 회원 국가의 투자자들에 의한 개발도상 회원 국가에 대한 

적격한 투자와 관련하여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기구가 

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투자의 종류에는 주식, 주주 대출, 특정 비주주 대출, 

특정 주주 대출 보증, 경영관리 협약, 자산 유동화, 자본 시장 채권 발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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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 서비스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면허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MIGA 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은 일자리 창출과 기능 및 기술 이전을 통한 

강력한 개발 영향력을 가지며 국가들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 

자원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그 프로젝트들은 용수, 전기, 

기타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며, 세금 수입을 발생시키고 재정 시스템을 

강화시켜 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출, 보증,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 투자를 위해, 이 회사는 투자 

대출, 보증, 주식 투자를 수행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해 위임을 받은 이 

회사는 1999 년 이래 한국의 역외 투자와 관련된 통계 데이터의 수집, 작성, 

분석을 위한 공식적인 중심 대행사 역할 또한 합니다. 
 

 
______________ 
 

MIGA 는 1988 년에 세계은행 그룹의 일원으로서 신흥 경제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대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빈곤을 줄이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MIGA 는 투자자와 

대부자에게, 수용, 계약 위반, 통화 이전 제한, 전쟁 및 소요, 정부의 재정 의무 

비이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MIGA 는 투자자 및 대상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들이 클레임 상황에 이르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구는 또한 그 회원 국가들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무료의 

온라인 투자 정보와 지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범 이래 MIGA 는 100 여 

개발도상국가들에서 600 여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으며, 총 보장실적이 

$210 억을 넘습니다. MIGA 의 총 보험(보증)제공금액은 $77 억에 이릅니다. 
 
Mallory Saleson, MIGA 

전화: +1 202 473-0844 

이메일: msaleson@worldbank.org 
 
Rebecca Post, MIGA 

전화: +1 202-473-1964 

이메일: rpost@worldbank.org 
 

Rene Jo, 한국수출입은행 

전화: +82 2 3779 6388 

이메일: renejo@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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