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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일본 JICA 등 국내 ECA가 아닌 해외 ECA 혹은
ODA 기관의 재원을 활용하여 진출한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아직 해외 ODA 및 DFI 기관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해도 및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7년에 SDGs에 따른 원조개념의 변화 및
최근 동향과 유럽 주요국들의 ODA 및 DFI의 지원정책 및 제도분석을
통해 개도국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 특히 우리기업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유럽 주요 개발원조(ODA) 및 개발금융기관(DFI)의
개도국 인프라 지원체계 분석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원조
선진국들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자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었던 북미(미
국·캐나다)와 일본의 ODA 및 DFI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지원전략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외자료는 해당기관의 웹사이트와 연차보
고서는 물론 OECD, MDB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의 발표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였고, 국내자료는 국내 ODA 기관 및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주요 대학 등의 연구논문과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또한, 각
종 건설관련 통계는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통계를 활
용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이 밖에도 현지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사업
담당자들과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국내기관 중 DFI 기관과 성격이
가장 유사한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를 직접 본 연구에 참여시켜 보고서
의 유용성을 높였다.
서론에서는 경제 선진국 간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협의와 공적원조
지원정책의 ‘가치공유그룹(Like-minded group)’으로 1961년 설립된 OECD
DAC에서의 개발원조 전략 변화 등 최근 동향을 분석했다. 한국을 비롯한
2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OECD DAC은 ODA 집행 규모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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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非 OECD 국가의 참여 또한 유도하고 있어 그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제 ODA시장에서 구조
적, 정책적 변화 기류가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DAC 내부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혁 합의안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을 비롯
한 OECD 가입국 이외의 신흥공여국들의 원조 집행 규모와 영향력을 바
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ODA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DAC의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개혁 합의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09년부터 빠르게 진행된 DAC 내부 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토대로 DAC
가 내부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와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했
다. 또한 DAC의 내외부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DAC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의 변화와 함께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패러다임 변화, 특히 해외건설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내부 최고회의라 할 수
있는 각료급 회의에서 2017년 10월 결의된 개혁 합의안인 ‘정책일관성
강화’, ‘개발재원 동원 확대’, ‘효과적인 성과 달성 및 관리체계 마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DAC 산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7개의
사무국과 그 기능 및 신설 이력 등을 통해 DAC의 ODA 집행전략 변화
내용을 분석했다.
본론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의 ODA 및 DFI 기관의 개요를 조사하고
지원사례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들과 Co-financing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 밀레니엄챌린지공사(MCC), 미국국제개발금융
공사(USIDFC),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캐나다의

국제개발부(Global

Affairs Canada), EDC(Export Development Canada), 일본의 국제협력기구
(JICA), 국제협력은행(JBIC) 등 우리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수주 시 활용
및 참고할 만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연혁과 운영현황 등의 기
관별 개요와 함께 각 기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어떠한 정책 및 전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이들 기관의 지원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기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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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서는 북미와 일본의 ODA 및 DFI기관들의 특징을 요약하였고,
국내 원조기관 뿐 아니라 개도국 원조사업, 더 나아가 PPP 등 투자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기업들이 이들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으며,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북미와 일본의 ODA 및 DFI들은 선행 연구에서 조사한 유럽의 ODA
및 DFI 기관들과 역할, 지원제도 측면에서 특이한 차이점은 없다. 또한
중점지역/국가와 부문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특정 지역 또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역사적, 경제적, 외교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각 기관별 정책 및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
의 지원에 있어 이들 국가 역시 상업성이 양호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금융지원이 가능한(Bankable) 투자사업 형태로 개발하여 ECA, MDB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접근법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투자는
높은 국가위험은 물론 투자와 금융 관련 법제도의 미비, PPP 역량 및
경험 부족, 인·허가 지연, 물류 및 관세 등 높은 거래비용 등의 제약으로
잠재적으로는 사업성 있는 유망사업들도 초기 사업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와 더불어 ODA와 개발금융을
사업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어쩌면 필수적일지
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과 같이 공적개발원조의 실행체
제가 유상과 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ECA 기능으로써 공
적수출신용과 해외투자금융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기업과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
과 경쟁국의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외 금융협력 분야의 경쟁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등에

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금융재원과 이를 공급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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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엿보인다. 유상원조인 EDCF는
다각적이고 대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를 위해 유상 개발금융(EDPF)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선진국과 같이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개발금융은 도급사업
중심이며 개도국 정부 및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업개발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과 함께 원조
재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금융협력이 제공되는 국가적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등 우리기업에게 유용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많이 있으며, 특히 2018년 설립된 ‘해외인프라·도시개
발지원공사(KIND)’를 통해 투자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확대·개편하여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등 우리 해
외건설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제는 단발적인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럽 및 북미, 일본 등 선진
국들처럼 기존의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ODA기관과 ECA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G2G 차원의 전략사업에 대
해서는 EDCF-KOICA-수은‧무보-KIND로 이어지는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국가적 협업체계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
효과(Development impact)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국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KOICA의 무상원조와 EDCF 유상원조를 특정 섹터별 투자가능환경
(Enabling Environment) 조성 및 개별사업의 사전조사(MP, Pre-F/S), 사업
개발, VGF 등을 지원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된다면 수은, 무보의 PF
방식 금융지원 및 KIND를 통한 지분(Equity)투자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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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대우건설이 ‘가나 쿠마시 중소규모 교량공사(3.3백
만 달러)’를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포스코건설의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2X
600MW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801백만 달러, 2017년 8월)’에 이르기까지 총
17개국에서 62건(54.4억 달러)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해외건설
시장에서 일본 JICA재원의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수주하였다.
사실 JICA재원 공사 수주는 ‘가나 쿠마시 교량공사’를 제외한 61건의 프로
젝트를 2010년 이후에 수주하였으며, 특히 2015년부터는 8억 달러 규모의
‘마타바리 화력발전소’를 포스코건설이 수주하는 등 대형공사의 수주 또한 활
발했다.
또한 일본 수출입은행(JBIC)의 지원을 받아 수주한 사업도 많았는데, GS건
설의 ‘Quy Cao 교량공사(국도 10호선, 6.8백만 달러, 2000년 2월)’나 대림산업
의 베트남 ‘타이빈2 1200MW 규모 석탄화력 발전소(704백만 달러, 2012년 5
월)’ 등 7개국에서 총 35건 18.1억 달러를 수주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 이하 ECA)가 아닌 해외
ECA 혹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기관의
재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우리기업의 이해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작년에 우선적으로 원조선진국인 ‘유럽 주요 개발원조
(ODA) 및 개발금융기관(DFI)의 개도국 인프라 지원체계 분석연구’를 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SDGs에 따른 원조개념의 변화 및 최근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고, 북미 및 일본의 ODA 및 DFI의 지원정책 및 제도분석을 통해 개
도국 인프라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 특히 우리기업들의 활용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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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주요 선진국은 대체로 유·무상원조기관의 통합을 통해 수원국에 대한 자
국의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DFI)을 통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민간금융기관
들의 투자를 끌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조 효율성 제고 및 상호 리스크를
줄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년에 이어 북미지역 국가인 미국·캐나다와 일본의 ODA 및
DFI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지원전략 등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주요 선진국들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우선 서론에서는 최근 OECD DAC에서의 개발협력 전략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았으며, 본론에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캐나다 국제개발부
(Global Affairs Canada),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미국 밀레니엄챌린지공사
(MCC) 및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의 지원정책 및 전략에 대해 분석
하였다. 또한 DFI 기관인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이하 OPIC), 캐나다 EDC(Export Development Canada, 이하 EDC),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그밖에 OPIC, EDC·FinDev, JBIC 및 USAID의 구체적인 지원사례와 함께
국내금융기관들과 Co-financing한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국내 원조기관 뿐 아니라 개도국 원조사업, 더 나아가
PPP 등 투자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기업들이 이들 기관을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책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2. OECD DAC의 개발원조 전략 변화 등 최근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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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 개발협력을 위한 ‘가치공유그룹(Like-minded Group)’으로 경제 선진국
간 정책협의와 공적원조 지원정책 마련을 담당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되었으
며, 최초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29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7년 ODA 집행 규모는 1,466억 달러 규모로 설립 이래 역대 최고치
를 경신했으며, 최근 非OECD 국가의 참여 또한 유도하고 있어 그 규모는 더
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OECD DAC Report, 2018) 이처럼 국제 ODA시장
에서 구조적, 정책적 변화 기류가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DAC 내부 중
장기 비전 및 전략 개혁 합의안이 도출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 2017년 OECD 주요국 ODA 집행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DAC Statistics (2018)

이를 위해 최근 DAC의 개혁 합의안을 이끌어 낸 ‘외부 요인’으로 2000년
대 이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등을 비롯한 非OECD 신흥공여국들
(Emerging Providers)의 원조 집행 규모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ODA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DAC의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개혁 합의안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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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부 요인’으로는 2009년부터 빠르게 진행된 DAC 내부 조직의 구조
적 변화를 토대로 DAC이 내부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DAC의 내외부적
인 환경변화로 인한 DAC의 동향과 정책기조를 통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패러다임 변화와, 특히 해외건설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DAC 자체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하여 먼저 DAC 내부 최고회의라 할 수
있는 각료급 회의(High Level Meeting, 이하 HLM)에서 2017년 10월 결의된
개혁 합의안의 세부내용을 일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번 개혁안의 핵
심은 DAC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을 큰 틀에서 재정립함에 있는데, 이는 크
게 ‘정책일관성 강화’, ‘개발재원 동원 확대’,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 달성 및
관리체계 마련’으로 나뉠 수 있다.
[표 1] 2017년 합의된 DAC의 새로운 비전

1

2

한 글
SDGs 2030 의제 및
아디스아바바 의제 달성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개발협력 성과 강화 및
개발재원 동원 확대

효과적인 개발협력 위한
원칙 중시 분위기 조성
자료: OECD DAC Report (2018)

3

영 문
OECD DAC to champion the 2030 Agenda
for SDG, the Addis-Ababa Action Agenda
and policy coherence
OECD DAC to be preferred platform for
all providers to monitor, measure, share
lessons, and set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results and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timulate mobilization of
resources
OECD DAC to apply the principles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여기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강조된 OECD DAC의 ‘정책일관성 강화’ 항목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DAC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된 ‘SDGs 2030’ 및
‘아디스아바바 의제’ 달성을 위한 기존 ‘정책일관성’은 OECD가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전략적 기조로, 2016년부터 새롭게 정립된 개발목표인 SDGs가 띄
는 ‘포괄성’, ‘통합성’, ‘보편성’(KOICA, 2017)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 요소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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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관성’은 다른 개혁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급변하고 있
는 국제 ODA 시장의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부터 기인되어 재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국제 ODA 시장에서 DAC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통성’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2030년까지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내부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정
책일관성’이라는 문구는 기존 DAC의 합의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임무였지만,
향후 회원국 간 더욱 일원화된 전략과 목표 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SDGs 달성을 위한 DAC의 역할과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KOICA, 2017)
그렇다면 DAC은 굳이 기존 ‘정책일관성’ 기조를 왜 다시 한 번 중장기 전
략에 포함시켰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DAC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여국의 입지
와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DAC은 기존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네트
워크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2005년 수립된 'DAC 외연 확대 전략(DAC Outreach Strategy)'과 2011년부터
전개해 오고 있는 ‘DAC 글로벌 관계 전략(DAC Global Relations Strategy)'은
OECD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DAC 자체적으로 非OECD 회원국을 관리하는 제도신설
과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흥공여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DAC의 비회원국 참여 방안
구 분

특 징
- 개발협력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전략, 정책, 프레임워크 보유

회원국

- 일정 수준의 원조 규모 유지 의무
-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공유
- DAC 가입요건에는 부합하나 OECD 미가입(분담금 납부 필요)

참가국

- 회원국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 보유

- 일부 의사결정 참여제한(신규 회원국의 OECD 가입승인 결정 등)
-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 양자 공여국(러시아, 브라질, 중국,
정규(Regular)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또는 국제기구의 DAC 참여 필요
옵저버
시 정규 옵저버 자격 부여
임시(Ad hoc) - 특정 이슈에 대한 해당국,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DAC에서
옵저버
임시 옵저버로 초청 가능
자료: KIEP, 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특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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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非OECD 국가로부터 조달되는 원조자금들의 재원 성격과 목적, 그리
고 체계적인 통계 수치에 대한 DAC의 우려 또한 DAC의 개혁합의로 귀결됐
다는 평가다. 이는 이번 합의안에 담긴 ‘효과적인 개발협력 위한 원칙 중시
분위기 조성’ 합의 문구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DAC는 중국
을 비롯한 신흥 공여국들의 ODA 재원조달 목적이 지극히 공여국의 국익에
기반을 두고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 집행방식이나 규모 또한 기존
정립된 DAC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DAC,
2016).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ODA에 대한 정의가 각 신흥공여국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며, 기존 DAC가 정립한 개발원조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 ODA 시장에서 ‘정통성’을 강조해 온 OECD DAC
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2017년 합의된 DAC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

1
2
3

한 글
국제사회에서의 개발
영향력 확대 및 재원 동원
기존 개발협력 접근
방식으로부터의 학습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4

非OECD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 실시

5

투명성 및 자기평가 강화

6

시스템, 거버넌스, 구조
효율화

영 문
OECD DAC to focus on fostering
development impact and mobilizing resources
OECD DAC to learn from existing
development approaches
OECD DAC to explore new development
approaches
OECD DAC to reach out to development
actors beyond OECD membership to
influence and be influenced
OECD DAC to increase transparency,
proactively self-assess and hold itself to
account

OECD DAC to work i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and structure

자료: OECD, 'Chair's Proposal for a Vision and Strategic Priorities for DAC' (2017)

여기서 ‘신흥공여국’이라함은 ‘새롭게 등장한 신생 공여국이 아닌 개발협력
을 해오던 국가이나, 지난 10년간 협력 규모의 수준이 증대되고 국제 ODA
시장에서의 입지가 중요해지는 국가’라고 OECD는 정의하고 있다.(OECD,
2017) 이들 국가들 대부분은 고중소득국 혹은 고소득국으로 분류되며 개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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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수원국인 동시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넓혀가며 남남협력의 공여국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개혁 합의안 문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DAC의
개혁 합의안 중 새롭게 추가된 ‘개발협력 성과 체계 강화 및 개발재원 동원
확대’ 방침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국제 ODA 시장에서 중국, 인
도,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UAE, 쿠웨이트, 브라질 등을 포함
한 신흥 공여국들의 등장에 대한 DAC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DAC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성을 신흥공여국에 대한 견제를 바탕
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표 4] 신흥공여국의 국제 ODA 시장에서의 개발협력 추정 규모
(단위: 십억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

DAC 회원국 ODA
지원규모

141.2

150.1

140.1

151.7

150.8

83%

DAC 보고 중인 19개
신흥공여국의 ODA
지원규모

6.7

9.1

6.5

16.7

25.0

14%

DAC 미보고 중인
10개 신흥공여국의
ODA 지원규모

4.3

5.2

5.6

6.8

7.0

4%

29개 신흥공여국의
ODA 지원규모

11.0

14.3

12.1

23.4

32.0

17%

총 ODA 규모

152.3

164.3

152.2

175.1

182.8

100%

자료: OECD DAC, Working Paper 33 (2017)

OECD 통계에 따르면 이들 신흥 공여국들의 국제 ODA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원 규모는 2014년 기준 총 320억 달러 수준에 육박하며, 이는 전 세계
ODA 시장 총계의 약 17%를 차지해 기존 DAC의 지위와 정통성에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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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 신흥 공여국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개발협력에 대한 정의와 그 측정방법이 기존 DAC의 그것과 일맥상통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몇 신흥공여국은 ODA 지원에 대한 투명한 통계 제
공을 거부하고 있어 투명한 원조 집행과 성과 측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 다시 말해 이번 개혁 비전안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
계수치 관리와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반
증으로 풀이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ODA 시장에서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개혁안 합의문에 담아냈다는
점은 추후 DAC의 대대적인 구조적, 정책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대내외적인
메시지로 풀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非OECD 국가의 공적원조 흐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행동사항(Strategic Action Points)’들을 새로이 규정하고 DAC회원국은 물론 비
회원국의 국제 개발협력 자금의 흐름에 대한 파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
으로 보인다.(OECD, 2016) 더 나아가 DAC은 기존 ODA에 대한 정의의 현대
화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적지원(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도입을 통한 개발재원 측정 범위 확장을 위한 제도
화 또한 추진 중에 있다.(DAC, 2016)
다음은 DAC의 '내부적 요인'으로 DAC 산하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7개의
사무국과 그 기능 및 신설 이력 등을 통해 DAC의 ODA 집행전략 변화 내용
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는 DAC 내부적으로 추구하는 조직 목표나 역량을
집중시키는 분야를 살펴본다면 추후 DAC 정책기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
장 명확한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현재 DAC 산하 사무국은 <통
계작업국>, <개발평가 네트워크국>, <성평등 네트워크국>, <환경 및 개발협
력 네트워크국>, <거버넌스 네트워크국>, <분쟁 및 취약성에 대한 국제 네트
워크국>, 그리고 <투자 및 개발자문그룹> 등 총 7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 설립된 두 사무국인 <분쟁 및 취약성에 대한 국제 네트워
크국>과 <투자 및 개발자문그룹>의 설립목적과 그 기능을 연계시켜 이번
DAC 개혁 합의안에 함께 내포된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최근 신설된 DAC의 내부 산하조직인 <투자 및 개발자문그룹
(AGID)>에 대해 살펴보겠다. <투자 및 개발자문그룹>은 국내외 투자 및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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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문의 재원 동원 방안 모색 등 금융지원 관련 기법의 다각화에 대한 연구
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DAC 회원국 및 비회원국 등 이해관
계자들의 개발협력 경험을 토대로 투자 정책제언 제공 및 혁신적인 ODA 집
행 및 재원 활용 등이 있다. 한편 민간개발재원 동원에 있어 ‘혼합금융
(Blended Finance)’ 활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ODA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서 혼합금융이란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
원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재원’으로 OECD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정의에서 공공재원의 양허적 성격에 따른 정의를 배제하고 자금의 출처 보다
는 재원동원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개발목적성’에 주목했다는 것이 특징
이다. 또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재원까지 그 성격을 확대 시
켰다는 점은 ODA에 대한 정의나 재원 범위에 대한 DAC의 기존 입장 변화
를 감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금융재원 동원기법 및 투자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이 바로 <투자 및 개발자문그룹>이라 할 수 있다. DAC의 개혁 합의안에 따
르면 이러한 혼합금융의 형태를 빈국의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상업적 목적
의 재원을 추가로 동원하기 위한 개발재원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의하
고,(DAC, 2016) <투자 및 개발자문그룹>을 통해 혼합금융이 DAC의 국제 개
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방식의 지원 형태로 정착되는데 있어 향후 주요한 역
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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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OECD DAC 산하조직별 역할 및 기능
개발원조
위원회 (DAC)

1. 통계작업반
(WP-STAT)
2. 개발평가
네트워크

설립
년도

- 국제사회 원조흐름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및 개선사항 검토
1968년

- ODA 적격성, 통계작성을 위한 정의 및 가이드라인 제공
- 통계작성지침 수정 및 DAC 관련 업무 처리 및 보고
- 회원국 간 평가정보 교환 및 경험 교류 및 협력강화

2003년

(EVALUENET)
3. 성평등
네트워크

조직 역할 및 기능

- 보고서 및 지침서 발간, 모범사례 공유 및 역량개발
- 공여국 간 합동평가, 평가역량 강화
- 성평등을 위한 회원국들의 개발프로그램 및 파트너국
노력 지원

1984년

(GENDERNET)

- 여성권한 부여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
- 혁신적 접근법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4. 환경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 수립
1989년

(ENVIRONET)
5. 거버넌스
네트워크

- 협력국의 거버넌스 및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
효과성 제고
2001년

(GOVNET)
6. 분쟁 및
취약성에 대한
국제 네트워크

(AGID)

- 역량개발, 정치적 경제 분석
- 부패척결 등 다양한 분야에 정책 지침 제공 및 자문
- 분쟁 및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

2009년

- 체제구축, 안보, 개발이슈 등을 중심으로 원조효과성 제고
- 개발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취약국가 지원효과 증대
- 전문성을 토대로 한 국내외 투자 및 민간부문 동원
방안 모색

(INCAF)

7. 투자 및
개발자문그룹

-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수립

2012년

- DAC 회원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
정책 프레임워크 리뷰 발간
- 혁신적인 ODA 활용을 통한 추가 재원 촉진 가이드
문서 발간

자료: KIEP 국제사회의 ODA 추진 현황과 특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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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I. 북미·일본의 주요 개발원조(ODA) 및 개발금융 기관(DFI) 현황

1. 북미·일본 ODA기관 지원정책 및 전략 분석

1.1. 미국 국제개발처(USAID)

1.1.1. 주요 연혁 및 목적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는
1961년 미국의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의거 정부 내 독립기구
로 설립된 대외원조전담기관으로 국무부의 감독을 받는다. 2차 대전 이후 유
럽의 전후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기술원조를 제공했던 '마샬플랜
(Marshall Plan)'이 유럽의 인프라를 다시 짓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등 지역안
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되자, 1949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국제개발지원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미국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에 자본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왔
고, 결국 1961년 '대외원조법'을 근거로 USAID를 설립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원조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USAID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및 캐리비안, 유럽 및 유라시아, 아프가
니스탄, 파키스탄 등 전 세계 개도국의 개발과 빈곤해소 등 인도주의적 노력
및 민주주의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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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정책 및 전략

USAID는 수원국의 민간부문개발을 지원하고 미국기업 등의 외국인직접투
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의 개혁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수원국이 기초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배
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USAID, 2018)
일본 등 몇몇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미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인프
라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경제를
돕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개도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과 자립
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개도국을 미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다기 보다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시장으로 발전시키거나, 더 나아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특정
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개도국에 미국의 민간투자자들
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미국기업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제
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에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
서 USAID의 전략은 특정 프로젝트 중심이라기보다는 경협대상국에서 미국기
업과 국익에 유리한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을 반영하여 기관의 운영목표 또한 ‘지원 프로그램의 다변
화’와 혁신을 통해 협력대상국에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 금융시장의 육성, 에너지 공급 증대, 농업생산성 향상,
기업환경 개선, 교육 및 보건 향상, 위기대응 확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
원국의 경제성과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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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운영 현황

가. 소유구조 및 조직현황

미국정부기관의 특성 상 청장(Administrator) 및 부청장은 상원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며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인

‘The

Advisory Committee on Voluntary Foreign Aid’가 인도적 지원과 해외개발 업
무와 관련하여 미 정부와 민간 지원단체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대한 식량 및 교육 등을 조언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
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인 ‘Board for International Food and
Agricultural Development’를 두고 있다. 예산은 전액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며
의회의 예산심의와 승인을 받는다.
조직구조는 지역별, 기능별 매트릭스 형태로 편제되어 있는데 지역은 크게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캐리비안, 유럽·유라시아, 아프가니스탄·파키스
탄 등으로 편성된 국(局) 단위로 운영되며, 기능별로는 식량안전보장, 경제성
장·교육·환경, 민주주의·분쟁·인도적 원조, 글로벌 보건 등 4개 국으로 편성되
어 있다.

나. 지원제도 및 현황

USAID의

주요

지원수단은

무상원조(Grant)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Development Credit Authority(DCA), SBG(Sovereign Bond Guarantee) 등의 보증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보증은 미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는데
그간 아프리카(47%)와 아시아(32%)를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고, 부문별로는
농업(33%)과 에너지(19%) 등에 집중되고 있다. 1999년 도입된 DCA는 민간기
업과 50%씩 위험을 분담하는 보증제도로 사업이 USAID의 수수료와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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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수입(Revenue)이 있는 경우 지원된다. 최근
까지 76개국 수원자(Beneficiary) 앞으로 총 542건이 지원되어 48억 달러 가량
의 민간자본을 유인하는데 기여했으며, 지원건수가 높은데 비해 보증사고율
은 2.6%에 불과하여 매우 성공적인 지원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6년의
경우 27개국, 56건, 892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지원사례로는 동아프리카 농
업 개발을 위해 JP Morgan Chase가 ‘African Agricultural Capital Fund’에 제공
한 선순위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이 있으며, 미국 제약특허인증 기업인 Sproxil
Inc.의 아프리카 및 인도 사업 확장을 위한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사례
도 있다.
또한 1993년 도입된 SBG(Sovereign Bond Guarantee)는 개도국 정부가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제도로 이스
라엘, 이집트, 튀니지 등에서 발행된 국채에 대해 총238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USAID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개도국의 자생적인 경제성장, 안
정적인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국제보건 및 아동구조(Global Health and Child Survival): 영·유아의
사망률 감소 및 질병치료,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아동의 안
전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국제재해원조(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기근·홍수·지진 등 재
해에 따른 구제·복구 등에 필요한 지원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에
중요한 국가에 자금 및 기술 지원
 유럽-유라시아-중앙아시아 지원(Assistance for Europe, Eurasia and
Central Asia):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
 체제전환국지원(Transition Initiative): 체제전환에 따른 정치, 사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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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에 대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정
치적 변화와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원조
 시민안정지원(Civilian Stabilization Initiative): 분쟁이나 사회적인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원조
 자본투자기금(Capital Investment Fund): 정보기술 향상, 자본투자 및
해외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제공을 위한 펀드

지원실적은 2015-2017 3년간 연평균 약 126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DAC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도 순 지출 기준으로 336억 달러의 ODA
를 지원했으며 이는 GNI의 0.18% 수준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비구속성 비율은 64%(DAC 평균은 81%)로 전년 보다 7% 가량 하락하
였으며 전액 무상원조의 형태로 지원되었다. 양자간 원조는 전체의 86.4%를
차지하는데 이 중 다자간원조기관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21% 수준을 보이
고 있다. 또한 49.4%를 국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프로젝
트 방식의 지원은 85%에 달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은 25%로 매우 높은 수준
이다.
상위 10대 수원국이 전체의 2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요르
단, 파키스탄, 케냐, 에티오피아 등이 상위 5개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남수
단, 시리아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최빈국의 비중은 33.5%로 DAC 평균
24.3%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교육, 보건 등 사회인프라
가 총 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 인프라는 5%에 불과하다.
[표 6] USAID 연간집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집행액

2014/15

2015/16

2016/17

12,528

12,244

13,107

자료: USAID (2017)
주: 회계연도는 전년도 10.1 ~ 당해 연도 9.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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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USAID는 미국의 개도국 경제협력에 있어서 최전방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013년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5년간
사하라이남(Sub-Saharan Africa) 아프리카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 7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8,000MW 이상 규모의 발전소 투자에 GE, Bechtel 등 민간기업과
투자은행 등으로부터의 민간자본이 90억 달러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
대 약 16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는 USAID를 비롯
하여 OPIC, USEXIM,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USTDA 등 다
수의 미국 정책금융기관이 기술지원, 역량강화 및 투자제도 개선의 무상원조
에서부터 투융자 등 상업조건의 금융이 광범위하게 지원되고 있다.1)

1.2. 캐나다 국제개발부(Global Affairs Canada, 舊 CIDA)

1.2.1. 주요 연혁 및 목적

CIDA(Cana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는 1968년 ‘보다 안전하고
평등하며 번영된 세계에 기여하고 빈곤을 감축하기 위해 개도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협력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소관 독립기구로 설립되었고 2013년 외교부, 국제
통상부, 국제개발부 등과 통합되면서 Global Affairs Canada(이하 GAC)라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CIDA는 개도국의 사회개발, 경제성장, 환경지속성, 거버넌스 등 4대 목
표를 설정하고 인도적 지원,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캐나다의 개발
협력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i) SDG 등 국제개발목표 달성에 있어서 캐나
1) USAID는 매년 'Power Africa Annual Report'를 발간하고 추진실적을 발표하고 있음. 2017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7,200MW의 발전용량을 공급하였고 2020년까지 총 18,300MW
를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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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기여와 (ii) 국제개발에 있어서 캐나다의 핵심적 역할 등에 전략적 초점
을 두고 수원국, 국제기구, 캐나다 정부기관, 민간부문 및 NGO 등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했으며, 재무적 지원 및 대체지원(In-kind
Support), 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통해 캐나다의 개발노력을 증대코자 하였다.
CIDA는 모든 캐나다 원조 재원의 약 80%를 차지했는데 프로젝트 기준으로
는 약 100여개 국가를 지원했으나 중점지원국은 20개국으로 선택과 집중 전
략을 채택하였다.
CIDA의 2011-2012년도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대외원조에 있어 정부의 역할
에 대해 ODA를 통한 국가 차원의 다음과 같은 대외정책목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i) 국제사회 참여(International Engagement)를
통한 캐나다의 경제적 기회 증대, (ii) 안보위험의 감소, (iii)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캐나다의 가치와 원칙의 고취(CIDA, 2012)가 그 예다. 동 보고
서는 캐나다의 대외원조를 외교정책 및 무역목적과 연계시킴으로써 정부가
원조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원조의 역할을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CIDA와 DFAIT의 합병은 정책목적과 연
계된 제도적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NSI, 2013)

1.2.2. 정책 및 전략
2013년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외교, 국제개발협력, 통상 등 대외정책의 정
책일관성 제고를 목표로 CIDA와 외교통상부(DFAIT,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의 통합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법인 'The
Budget Implementation Act(Bill-60)'의 의회승인을 통해 CIDA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상개발부(DFATD)로 발족하였고 이후 그 명칭을 다시 Global
Affairs Canada로 변경하였다.2)
2) 이에 대해 캐나다의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은 정부의 통합결정은 국제개발보다는 외교 및 상업
적 이익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조치라는 우려를 표명(Oxfam Canada 2013; World Vision 2013;
CBC News 2013). 이는 개발에 대한 확고한 결심은 책임성과 같은 명확한 원칙에 의해 뒷받
침 되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
발을 대외정책과 국제무역 관련 의제에 연계함으로써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는 주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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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A의 역할을 승계한 GAC의 정책목표는 캐나다의 번영과 안전을 지키고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는 것이다. GAC는 3개 정부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외교를 포함한 국제관계, 국제통상 및 국
제개발을 담당한다. 또한 캐나다의 가치와 이익을 국제적으로 증진시키기 위
해 해외원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이익의 확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FTA 등 양자
간, 다자간 국제무역협정, 국제 무역분쟁 해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등 대외
관계뿐만 아니라 FDI 유치, 과학기술 및 혁신 증진 등 국내경제 일부와 국제
테러 및 범죄 예방, 대량살상무기 확신 방지 등의 국제정치 이슈까지도 담당한다.

 우선순위 1: 법에 근거한 세계질서의 강화
 우선순위 2: 성평등의 국제적 확산
 우선순위 3: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대 및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번영
 우선순위 4: 미국과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유지

매년 ‘Departmental Plan’을 수립하고 차기 연도에 ‘Departmental Results
Report’를 통해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회계
연도의 경우를 보면,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은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Poverty Alleviation’이라는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아래 ‘국제안보 및 민주적
개발’, ‘국제개발’, ‘국제인도적지원’ 등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세부 항
목별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제개발을 예로
들면 하부에 ‘Sustainable Economic Growth’ 라는 Sub-Program을 두고 여기에
다시 사업환경 개선, 사업개발 및 금융서비스 증진, 사회적약자의 창업 및 취
업 지원 등의 사업부문을 설정하고 부문별 프로젝트의 건수를 통해 성과를
측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테마 중심의 정책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특정사업을 설정 후, 이를 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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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식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GAC,
2016, 2017)

1.2.3. 운영 현황

가. 소유구조 및 조직현황

GAC는 캐나다의 외교 및 외교정책 역할을 수행하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조직 및 프로그램 제공 등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
무역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 개발 협력 관련 업무, 인도주의적
ODA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개발부(Minist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 3개 부처가 연계된 일종의 부처 간(Inter-ministerial) 컨트롤
타워 성격의 통합조직으로서 이들 3개 부처의 명칭을 줄여 DFTAD로 부른
다. 조직구조에 따라 3개 부처의 장관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별도로 예
산을 수립하여 연도별 정책목표 집행에 사용한다.

나. 지원제도 및 현황

캐나다는 2016년도에 순지출 기준으로 40억 달러의 ODA를 지원했고 이는
GNI 기준 0.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다. 캐나다
ODA는 대부분 비구속성 조건으로 2015년에는 98.5%에 달하였는데 이는
DAC 평균 78%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무상원조의 비중도 97.3%를 차지하
였다. ODA의 약 70%는 양자간 원조 방식으로 지원됐고 그 중 30%가 예산
지원, 기술지원, 프로젝트 등에 투입되었으며 23%는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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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원조의 '중점지원국가(Countries of Focus)'는 25개국으로 그 중 우크
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말리, 남수단 등의 순으로 지원되었다. 따
라서 양자간 원조의 약 33%는 최빈국에 집중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양자간
ODA의 약 40%가 보건, 교육 등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배정되었으며 경제
인프라 비중은 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7] Global Affairs Canada 연간집행 추이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집행액

2014/15

2015/16

2016/17

5,939

5,996

6,260

자료: Global Affairs Canada Report (2017)
주: 회계연도는 전년도 10.1 ~ 당해 연도 9.30 기준

[그림 2] 캐나다의 양자간 ODA의 섹터별 분포

자료: OECD DAC (2018)

2017년 현재 최빈국(LDC, Lowest Development Country) 위주로 90개 국가에
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특히 성평등,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을 중점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지원금액(38억 달러)의 80%를 중소중견기업의
프로젝트에 지원하며 수원국 내 1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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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1.3.1. 주요 연혁 및 목적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는 1962년
정부간 기술협력을 위해 설립된 해외기술협력사업단(OTCA)과 1963년 설립된
해외이주사업단(JEMIS)을 1974년 통합하여 외무성 산하의 2국간 원조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실행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2003년 독립행정법인 성격의 국제
협력기구로 개편되었다.

[그림 3] JICA와 JBIC의 통합 및 분리 과정

자료: JICA 홈페이지

일본 정부는 1961년 당시 일본수출입은행(JEXIM)이 관리하던 동남아경제협력
기금 인수를 위하여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Oversea Economic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였는데, 1999년 JEXIM과 OECF를 통합하여 국제협력은행(JBIC)
을 설립하였고 2005년 JBIC의 OECF업무를 JICA와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한 2006년 JICA의 설립 준비가 시작되어 2008년 1월부터는 ODA 실행기관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자금협력업무
(외교 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제외)를 모두 JICA가 수행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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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 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로 인해 JICA는 모든 유무상 ODA지원을 포괄하
는 새로운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1.3.2. 정책 및 전략

JICA의 비전은 2008-2016년 기간 중 ‘폭넓고 역동적인 개발협력(Inclusive and
Dynamic Development)’을 모토로 모든 사람들이 개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
여하며, 경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JICA는 법률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중이며
현재는 제 4기 중기계획(2017-2021년)이 실행중이다. 이번 4기 중기계획에는
유엔의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개의 개발과제 목표를 설
정했다.
 인프라개발 및 경제성장
 인간 중심의 개발
 보편적 가치구현 및 평화구축
 지구차원의 과제

또한 전 세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민간기업 혹은 NGO 등 다양한 주
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JICA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의 업무 기반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을 통해 안전대책과 내부 통제 등이 구체화되도록 추진 중이다.
2017년 JICA는 ‘신뢰로 세계를 선도(Leading the World with Trust)’라는 새로
운 비전을 발표하였다. 2015년 일본 정부는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
는 상황을 반영하여 ‘포용성(Inclusiveness)'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두 가
지 메시지를 포함한 내용의 '개발협력헌장(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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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였고 이에 맞추어 JICA 역시 비전과 미션을 수정하여 제4차 중기계획
(2017-2021년)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점과제로 반영하였다.

 개발의 주역으로서 개인의 인적역량(Human Capacity) 강화
 개발협력과 지역 활성화에 참여하거나 기여하는 일본 참여자들 간
파트너십 증대
 국제사회 개발협력에 리더로서 봉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약속 이
행에 기여
 안보 강화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기술협력, 유·무상 원조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종
합지원과 수원국의 특정 상황이나 국가 발전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원국 및 다른 원조 관련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연구 및 지식공유를 통한 원조역량 향상 등이다.

1.3.3. 운영 현황

가. 소유구조 및 조직현황

일본 정부가 100% 소유하는 구조로 13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산하
에 평가자문위원회(Internal Advisory Committee on Performance Evaluation) 등
3) 'Quality growth and poverty eradication through such growth,' 'Sharing universal values ad
realizing a peaceful and secure society,' and 'Building a sustainable and resilient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efforts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등 세 가지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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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본점과 9개 국내사무소, 96개 해외사무소를 보
유하고 있으며 본점은 지역별, 과제별(기능), 자금지원별 등 31개 부소로 편
제되어 있다. 2017년 6월 기준 직원 수는 1,882명에 달한다.

[그림 4] JICA 조직도(2018년 9월 기준)

일본 도쿄에 있는 JICA본부는 2018년 10월 기준 정보시스템실 등 4개실,
기획부, 남아시아부 등 25개부, 국제긴급원조대 사무국 등 2개 사무국과 연구
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사로는 일본 국내 사무소가 JICA 홋카이도 사무소
등 15개이며 해외사무소는 6개 대륙 권역별로 총 96개 사무소 및 지소를 보
유하고 있다. 자본금은 8조 998억엔(약 728억 달러, 18년 3월 말 기준)이며
직원 수는 1,9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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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은

크게

일반계정(General

Account)과

투융자계정(Finance

and

Investment Account)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계정은 100% 정부 출자 자본금과
나머지 정부예산을 통해 조달한다.
[표 8] JICA 재원현황
(단위: 백만 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무상원조 펀드

2013/14
66,701
△12,323
115,082

2014/15
63,217
△11,592
116,676

2015/16
63,217
△11,075
130,378

주: 회계연도는 1.1 ~ 12.31 기준

JICA는 매년 차관 원조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재원, 공적자금 지원을 위한
‘재정투융자프로그램(FILP,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그리고
‘FILP 기관발행 재정투융자채권(FILP Agency Bonds)’을 통해 조달한다.4)

나. 지원제도
JICA는 유·무상원조를 모두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 지원제도를 운영한
다. 특히 대부분의 미국 및 유럽 원조기관과는 달리 민간부문개발을 목적으
로 해외투융자제도(PSIF)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일본기업 등 민간기업의
미얀마 등 미개척 개도국 진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Projects): 개도국의 인재 육성, 정책
결정 및 공공사업 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일본의 기술, 노하
우를 전수하여 개도국의 개발목표 달성 지원
 무상자금지원(Grant Aid): 일본정부와 함께 저소득국의 사회·경제적

4) 일본의 재정투융자자금은 정책금융기관의 재원으로 활용. FILP는 이러한 투융자프로그램으로
JICA도 FILP Agency중 하나로, 정부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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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인프라, 교육, 보건, 환경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JICA는 사전조사, 집행, 사후관리 등의 업무담당

 유상자금지원(ODA Loans): 개도국에 대해 장기·저리의 양허성 조건
의 대출 지원, 특히 개도국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우선순위사업 앞
자금 지원
 해외투융자제도(PSIF,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상업금융기
관의 지원이 어려운 개도국 진출 민간기업 앞 출자 및 대출 지원
 다자간 원조: UN 산하 다양한 국제기구(UNDP, UNFPA, UNICEF)
및 다자간개발은행(MDB) 앞 출자 및 출연을 통한 간접 지원
 국제긴급원조: 일본의 자연재해대책 노하우를 활용하여 세계 각지의
대규모 재해에 일본재난구호팀(JDR, Japan Disaster Relief) 파견 및
구조 활동 지원

다. 지원 현황 및 실적

우선 일본의 전체 ODA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50여개국에 약 2조엔
(약 181억 달러) 전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JICA는 ODA예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난
2015년 5월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개발에 1,10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의 대출에 500억 달러 이상, JICA의 해외 투자·융자와 엔 차관, 무상 자
금협력에 300억 달러 이상, JBIC 및 해외 교통·도시 개발사업지원기구(JOIN,
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의 투자·융자에 200억 달러 이상 지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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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JICA의 ODA지원 절차도

자료: JICA, Practical Reference for the Procurement Procedures of Japanese ODA Loan
Projects (2018)

일본 전체의 ODA 지원실적은 2016년 1조 8,246억엔(약 167억 달러)에서
2017년 2조 1,958억엔(195.7억 달러)으로 20.3% 급증했다. 특히 JICA의 유상
자금협력(차관)실적은 2017년 1조 8,884억엔(168.3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27%
급증했으며, 무상자금 협력도 2017년 1,151억엔(10.3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17%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JICA 기술협력 사업 지원실적은 2017년 1,923억엔(17억 달러)으로 전
년대비7.4%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지원 경향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 중
국 견제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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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JICA의 최근 지원 현황

협력 내용
1.

원조대상 개발도상국
(DAC회원국 제외)

2. 일본 전체 ODA실적
（연도 실적, 지출총액)
3.

JICA 기술협력 사업 등
경비실적
(관리비 제외)

4.

JICA 유상자금 협력실적
（신규 L/A 승낙）

5.

JICA 무상자금 협력실적
（신규 G/A(증여계약체결))

6.

기술협력 프로젝트 건 수
(실시중）
7. 긴급 원조건 수
(원조대 파견, 구호물자 공여
등）
8. DAC 환율： 1달러당

2017년

2016년

2015년

146개국

154개국

150개국

21,958억엔
(195.7억
달러)
1,923억엔
(17.1억
달러)
18,884억엔
(168.3억
달러)
1,151억엔
(10.3억
달러)
526건
(89개국)

18,246억엔
(167.7억
달러)
2,077억엔
(19.1억
달러)
14,858억엔
(136.6억
달러)

18,351억엔
(151.7억
달러)
1,917억엔
22,609억엔

980억엔
(9억 달러)

1,117억엔

549건
(88개국)

572건
(84개국)

20건
(15개국)

16건
(16개국)

15건
(9개국)

112.18엔

108.8엔

121.0엔

자료: JICA 각 년도 Annual Report

JICA의 유상차관 공여를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에 가장 많이 지원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에는 도로 등 교통 분야에 전체 유상차관의 40%인
7,589억엔을 지원했으며 이는 2016년도 8,217억엔(55.3%)보다는 줄어든 수치
이다. 전력가스 분야의 유상차관은 2015년 4,157억엔으로 전체의 20%를 차지
했으나 2016년 15%(2,222억엔) 2017년 전체의 7.9%(1,489억엔)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상품차관과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지원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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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JICA의 2015-2017 분야별 유상차관 지원 추이
(단위: 억엔)

종
류

유
상
차
관

분야
전력 가스
교통(도로,공항,철도
등)
관개, 치수 간척 등
농림수산
광공업
사회적 서비스
상품 차관 등
기타
합 계

2015
금액 비율
4,157 20.0

2016
금액
비율
2,222
15.0

2017
금액
비율
1,489
7.9

9,941

47.9

8,217

55.3

7,589

40.2

47
0
356
3,936
1,450
859
20,746

0.2
0
1.7
19.0
7.0
4.1
100

779
462
55
2,065
1,026
34
14,858

5.2
3.1
0.4
13.9
6.9
0.2
100

733
496
289
2,309
5,634
344
18,894

3.9
2.6
1.5
12.2
29.8
1.8
100

자료: JICA 각 년도 Annual Report

[그림 6] JICA의 2015-2017 분야별 유상차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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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차관 공여를 지역별로 보면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들어 약간 완화되었지만 2017년 유상 엔차관은 아시아 지역에만 1조 1,633억
엔이 지원되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도 전체 지원의
71.1%(1조 4,748억엔), 2016년 76.6%(1조 1239억엔)에 대비해서는 감소한 것이
지만 여전히 아시아 중심 지원이 돋보이고 있다.
아시아지역 다음으로는 중동지역에 주로 지원되고 있다. 2015년 전체의
10%인 2,077억엔이 지원되었으나, 이후 2016년 8.6%(1,259억엔), 2017년
8%(1,503억엔)로 비슷한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표 11] JICA의 2015-2017 지역별 유상차관 지원 추이
(단위: 억엔)
종류

유상
차관

해외
투융자

지역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아시아

51

14,748

71.1

36

11,239

76.6

11,633

61.6

대양주

2

315

1.5

-

-

-

-

-

미주

-

-

-

3

961

6.5

326

1.7

중동

8

2,077

10.0

4

1,259

8.6

1,503

8.0

아프리카

6

1,344

6.5

8

1,216

8.3

1,498

7.9

유럽

3

1,902

9.2

-

-

-

-

-

국제기관

1

359

1.7

-

-

-

-

-

기타

-

-

-

-

-

-

3,287

17.4

합계

71

20,745

100

51

14,674

100

18,894

100

승인

2

39

-

2

99

-

637

3.4

출자

2

1,824

-

4

84

-

-

-

자료: JICA, 각 년도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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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JICA의 2015-2017 지역별 유상차관 비교

자료: JICA, 각 년도 Annual Report

무상차관의 경우도 주로 민간기업 진출과 관련된 교통 및 관련 인프라개발
사업에 40% 이상이 지원되고 있다. 2017년 도시교통 항만 공항과 상하수도
등 공공 공익분야에 464억엔이 지원되었고 이는 전체 사업의 40%를 차지하
고 있다.
[표 12]

JICA의 분야별 무상차관 지원 추이(2016-2017년)
분

계획・행정
공공・공익사업

농림수산
에너지
상업 관광
·
인적자원
보건 의료
・

야

환경문제(소계)
(상하수도,도시위생,도로
해운,항만,공항통신등)
소계
(농업관련 일반, 토목,
기계, 수산 등)
소계
전력(소계)
관광시설(소계)
교육, 직업훈련 등(소계)
보건・의료(소계)
기
합계타

2016
G/A체결액 비율
9.62
1.0
528.43

53.9

464

40.3

528.43

53.9

464

40.3

89.03

9.1

108

9.3

89.03
83.96
0.74
108.44
159.86
980.08

9.1
8.6
0.1
11.0
16.3
100

108
158
4
197
191
2
1,152

9.3
13.7
0.3
17.1
16.6
0.1
100

자료: JICA Annual Report (2018)
주: ‘G/A - Grant Agreement'는 체결된 안건의 공여 한도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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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엔, %)
2017
G/A체결액 비율
28
2.6

라. 지원 사례
해외투융자제도(PSIF)는 특히 개도국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대응 사업, 빈
곤퇴치 등 3개 분야에 한정하는데 현지금융기관을 통한 Two-step Loan(전대
금융) 방식으로도 지원된다. 동 제도의 대표적인 지원사례는 미얀마 틸라와
경제특구 개발사업이다.

[그림 8] JICA PSIF 사업: 미얀마 틸라와 경제특구 사례

자료: JICA 홈페이지 및 임소정 외 (2016) 재인용

수도 양곤에 인접한 틸라와 지역은 2011년 출범한 新정권의 외자 도입 모
델 채택으로 인해 개발이 재추진되면서 2013년부터 JICA를 앞세운 일본 주
도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JICA는 틸라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엔차관
을 제공하고, 이에 힘입어 미쓰비시, 마루베니, 스미토모 등 일본 3대 종합상
사가 건설, 분양, 운영 등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JICA는 틸라와 산업단지에 대해 2013년도 200억엔의 엔차관
을 지원한데 이어 2014년에는 10%의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정치적 위험, 법
률 및 제도위험 등 높은 사업위험으로 동 산업단지 입주를 주저하던 일본 민
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다.5)
5) JICA는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MJTD)의 지분 10%를 취득함. 본 사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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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6년도 GNI의 0.2%에 해당하는 순 지출 기준 104억 달러의 ODA
집행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0.9% 증가한 수준이다. 비구속성 비중은 기술지원
(TA)를 제외하고 83%로 전년 대비 7% 가량 하락하였고, 이 중 80%를 차지하
는 양자간 ODA의 비구속성 비율은 74% 수준이다. 일본의 ODA는 대규모 기
술원조를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구속성 조건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양자간 원조의 40%는 ADB 등 다자간원조기관과의 협조융자 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또한 양자간 ODA의 76%가 국별프로그램원조 방식으로 지원되
었는데 이 중 6%가 예산지원이고 89%는 프로젝트 유형의 지원방식으로 지
출되었다. 양자간 ODA의 최대 수원국은 베트남, 인도, 인니, 필리핀, 방글라
데시, 이라크 등의 순서이고 상위 5개국이 전체의 66%, 상위 10개국이 전체
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중은 21%로 낮은 수준(DAC
평균 24.3%)에 머물고 있다.
부문별로는 경제 인프라가 51%로 가장 높고 사회 인프라는 18%로 두 번
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주의 원조나 부채탕감 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요 참여자는 JICA를 비롯하여 MMST(MMS Thilawa Development Co.Ltd., 미쓰비시, 마루베
니, 스미토모가 합작으로 설립한 개발회사로 MJTD의 일본 측 투자자), MTSH(Myanmar
Thilawa SEZ Holdings Public Ltd., 미얀마의 9개 민간 기업이 설립한 개발회사),
TSEZMC(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미얀마경제특별구법에 따라 설립된 틸라와
SEZ의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미얀마 정부기관으로 MJTD 앞 투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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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JICA 지원조건
구분

PSIL Loan

프로젝트 형태

PSIF Equity

민간 프로젝트

ODA Loan
정부 프로젝트

금융지원수단

차관

지분투자

차관

통화

일본엔화표시

현지통화

일본엔화표시

기준금리: 조달금리

해당국가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음

통상 ODA

이자금리/
경제적
수익률
대출
조건

(일본국채기준)

차관: 1.4%

+위험가산율

(10-15년 채권
이자율)

특수조건: 0.2%

상환기간/

20년

출구정책

통상 ODA: 30년

출구정책

(특수 경우 25년)

사전협의

특수조건 40년

거치기간

5년

N/A

10년

총 비용의 70%

총 자본금의 25%

(특수한 경우 80%)

(최대지분 소유 불가)

한도

총 비용의 85%

민간기관의 요청으로 착수

수원국 정부

(간략하고 간단한 절차)

요청으로 착수

담보

정부보증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으나 담보
필요

정부보증/담보

조달

민간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정

절차

JICA 조달
가이드라인 준수

자료: JICA Annual Report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JICA의 개발원조는 일본기업이 수행하는 교량,
항만, 도시교통시스템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해 일정 수준(30%)의 일본기술 및
기자재를 활용하는 경우 구속성 성격의 조건부차관(STEP)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PPP 인프라 사업의 타당성조사 사업 제안서를 공모하고, 채택된 타당
성조사 사업은 해당 사업을 제안한 민간업체와 계약을 사전조사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사업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 38 -

1.4. 미국 밀레니엄챌린지공사(MCC)

밀레니엄챌린지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이하 MCC)는 미국
정부의 빈국지원 정책자금의 운영과 집행을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개발금
융기관이다. MCC는 '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퇴치(Reducing Poverty through
Economic Growth)'라는 단일목표를 설정하고 수원국의 효과적인 개발목표 달
성을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14] MCC가 추구하는 주요 정책 및 지원 가이드라인
한 글

영 문

1

(Policies) MCC partners only with countries
'Good governance'에 대한
that
demonstrate
commitment
to
good
수원국의 강한 의지 &
governance ... "conducive to private investment
민간재원 투입의 효과성
and poverty-reducing growth"

2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효
과성 제고 & 체계적인 측
정 시스템을 통한 성과
관리

(Results) MCC seek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ts programs by identifying
cost-effective projects ... tracks the progress of
its investments and has committed to
measuring project impact through rigorous
evaluations

수원국 최우선순위 사안
& 수원국 정부와 국민들
모두에게 책임성 강조

(Country
Ownership)
MCC
works
in
partnership with eligible countries to develop
and implement and aid program on the
premise that investments are more likely to be
effective and sustained if they reflect the
country's own priorities and strengthen the
partner government's accountability to its
citizens

3

자료: MCC Annual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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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MCC는 미국 정부 산하의 공적원조자금을 연계한 가장 전통이 깊은
개발금융기관으로서 USAID와는 몇 가지 차별성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 슬로
건과 수원국 민관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리
할 수 있다. MCC의 예산은 매년 행정부의 수장인 미국 대통령이 예산 금액
을 명시하여 의회에 요청하고 의회는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을 확정하지
만, 2004년 설립 이후 대통령 예산 요청액은 삭감의 경우가 대부분일 뿐 의
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은 전례가 없다.(CGD, 2015) 2018년 2월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MCC 예산으로 8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으
며, 이는 전년대비 약 1억 달러(12%)가 감소한 수치이다.

[그림 9] MCC 2009-2019 요청/배정 예산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CC Annual Report (2018)

이는 기존 ODA의 인도주의적 단순 자금 지원에서 탈피하고 수원국에 대
한 자금지원이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
로 자체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다. 또한 기존 공여
국 역할 중심의 원조지원에서 벗어나 MCC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
로그램들은 의무적으로 수원국 민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수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MCC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수
원국 자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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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해결방안 등을 수원국이 직접 고안하고 구체화 시켜야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본질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자금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성
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통상적인 원조전담기구들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5] MCC가 갖는 USAID와의 차별성
한 글

영 문

1

객관적 성과 지표 활용을 통한
수원국 선정 프로세스

The competitive process that rewards
countries for past actions measured by
objective performance indicators

2

다방면의 성과 목표가 아닌
오직 수원국의 경제 성장을
통한 빈곤퇴치

Its mandate to seek poverty reduction
through economic growth, not encumbered
with multiple sector objectives

3

수원국의 원조 프로그램 제안에
있어 다양한 사회 집단의
참여를 의무화

The requirement to solicit program proposals
developed solely by qualifying countries
with broad-based civil society involvement

4

'컴팩트'로 불리는 MCC
재원조달 프로그램을 수원국
자체적으로 고안 의무화

The responsibility of recipient countries to
implement their own MCC-funded programs,
known as compacts

5

재원조달은 즉시 지원하되
'컴팩트' 프로그램 기한을
5년으로 한정

A compact duration limited to five years,
with funding committed up front

6

'컴팩트' 프로그램의 측정
가능한 성과 체계 보유 필요

The expectation that compact projects will
have measurable impact

7

원조집행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공공(정부기관)의 투명성
강조

An emphasis on public transparency in
every aspect of agency operations

자료: MCC Annual Report (2017)

한편 MCC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MCC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Compact(이하 컴팩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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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프로그램은 5년간 평균적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약 350백만 달러의
MCC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되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 또한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 가능성
여부를 가장 중점적인 평가항목으로 두고 선정하고 있다.
2017년 기준 MCC가 지원 완료한 컴팩트 프로그램은 전 세계 22개국 총
22개 프로그램이며 이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평균 지원규모가 3억 달러 이
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섹터 또한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교육
및 국가토지정비 사업까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
(31%)과 농업(18%) 분야에 전체 집행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컴팩
트’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컴팩트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70%에 육박하는 프로
그램이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MCC 공식적으로
는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고안된 개발협력 프로그램들이 MCC의 선정 가이
드라인과 기준에 가장 적절하게 부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중국 국가차원의 차관외교를 통한 인프라 건설을 견제하는 것이 아
니냐는 일부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그림 10] MCC 컴팩트 프로그램 지역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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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MCC 지원 프로그램 섹터별 지원 현황
섹 터

비 율

교통분야 (Transportation)

31%

농업분야 (Agriculture)

18%

보건, 교육 등 (Health, Education, Community Services)

12%

용수공급 및 위생 (Water supply and Sanitation)

12%

행정분야 (Administration and M&E)

11%

에너지분야 (Energy)

8%

거버넌스 (Governance)

6%

금융분야 (Financial Services)

2%

자료: MCC Annual Report (2017)

[표 17] 연도별 MCC 체결완료 컴팩트 프로그램 국가 현황
연 도

국 가

2005

마다가스카르, 온두라스, 카에프베르디, 니카라과, 조르지아

2006

베냉, 바나투아, 아르메니아, 가나, 말리, 엘살바도르

2007

모잠비크, 레소토, 모로코, 몽골

2008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나미비아

2009

세네갈

2010

몰도바, 필리핀, 요르단

2011

말라위, 인도네시아

2012

케이프베르디, 잠비아

2013

조르지아

2014

가나, 엘살바도르

2015

베냉, 리베리아, 모로코

2016

니제르

2017

코트디부아르,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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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가 운영 중인 두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문턱프로그램(Threshold
Program)’이다. 문턱프로그램은 컴팩트 프로그램과 상호연계성이 높은 프로그
램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단기(2-3년)적이라는 것이 특징이
다. MCC 및 여러 선진국 출신의 전문 자문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수원국 자
체적으로 고안하는 문턱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바로 컴팩트 프로그
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MCC 또한 문턱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대규모로 지원할 수 있는 연계 프로젝트 사전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성
과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ODA 연계 해외 인프라 사업 발
굴과 지원에 있어 단순 마스터플랜(MP) 단계에서 그치고 후속사업으로의 연
계가 어려운 현 주소에서, 프로그램 발굴부터 최종 성과 관리까지 아우르는
MCC 지원정책들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2010년 이전까지 문턱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의 평가지표들 중 가장 큰 부
분을 차지했던 것은 수원국 정부의 ‘부패 정도(Level of Corruption)'이었다. 하
지만 미국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MCC의 주목적, 즉 수원국의 경제성
장이 수원국 정부의 ‘부패’ 와의 상관관계 보다 ’프로그램의 예상 성과‘나
‘공공의 이익 정도’ 등 기타 평가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더 밀접하다는 연구
를 바탕으로 더욱 ‘시장 중심적’ 평가항목들의 중요성을 반영하라는 목소리
를 수용하며 제안 프로그램의 '효과성(Efficacy)'을 주요 평가지표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8)
한편 최근 OECD DAC의 ODA에 대한 정의의 현대화와 민간재원 조달을
위한 향후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듯, 미국은 기존 원조집행기관인 USAID와
개발금융기관인 OPIC을 통합하여 2019년 신설 예정인 USIDFC에도 MCC의
컴팩트 프로그램과 같은 자체 고안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또한 차용될
예정으로, 향후 USIDFC와 MCC와의 광범위한 협업 또한 기대할만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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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이
하 USIDFC)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최종 서명한 ‘개발촉진을 위한
투자활용

향상법(BUILD,

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을 골자로 미국 정부의 기존 해외 투자기관인 OPIC과 USAID의
민간부문 관련 기능을 통합, 신설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기존 미국의 ODA 정책과 집행을 전담해 오던 USAID와 OPIC의 통합은 앞
서 언급된 DAC의 정책적 변화와도 맞물리는 모습이다. 기존 ODA에 대한 정
의를 더욱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재원의 활용이나 상업적
목적의 투자 또한 가능한 조직 신설을 통해 미국의 ODA 효율성과 전 세계
최대 원조공여국의 입지를 더욱 다지겠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기존 미국의 무상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발
전, 일자리 창출 및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더욱 염두에 두고, 개발금융을
활용한 개도국가의 경제발전이 미국의 외교 및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
는 판단이 이번 BUILD 법안 통과의 실질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KDB
Report, 2018)
USIDFC 신설을 바탕으로 미국의 ODA에 대한 대규모 정책변화 또한 예상
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USIDFC의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y) 투자 한도는 초기 5년간 600억 달러(한화 약 67조원)로
기존 OPIC 투자한도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USIDFC
의 금융지원 관련 주요 기능으로는 ‘대출 및 보증’, ‘주식투자’, ‘보험 및 재
보험’, ‘민간 투자 기회 증진 및 지원’, ‘기술, 운영 자문’, ‘Enterprise Fund 운
영’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기존 OPIC에서는 개발도상
국의 에너지, 항만, 수도 등 인프라 건설 사업에 융자(Debt Financing)만을 제
공할 수 있었지만, 신설 예정인 USIDFC는 해외 지분투자(Equity Financing)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및 ‘기술조사 시행 및 지원’ 기능 또한 추가되어 그 역
할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KIEP, 2013) 다만 지분투자에 있어 규모
에 대한 제한을 뒀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 금액의 20%,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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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DFC의 주식 익스포져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35%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OPIC 등 미국의 개발금융기관 집행금액의 상당부분이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고 대폭 상향된 투자 한도 금액,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 기능은 우리 건설기업이 현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
는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의 더욱 활발한 시장 진출은 물론, 수주재원 마
련 다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 해 볼 수 있다. 이번
USIDFC 설립은 미국의 ODA와 연계한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선거 이후 차기 주요
공약과제였던 인프라 투자 관련 논의 또한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표 18] 유럽 DFI 지분구조 및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현황
기관명

CDC(영국)
DEG(독일)

지분 구조
정부(DFID)
100% 소유
정부(KfW)
100% 소유

Norfund(노르웨이)

정부(외교부)
100% 소유

PROPARCO(프랑스)

정부 및 민간

FMO(네덜란드)

정부 및 민간

금융지원 관련 정책현황
개도국 투자 비중 75%(아프리카 비중 50%
이상으로 규정)
아프리카 인프라펀드(EAIF)와 MOU 체결
이후 에너지 및 ICT 프로젝트 투자 확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남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미 지역 투자 집중
아프리카 전역 인프라, 금융, 기후변화 집중
투자
GNI U$6,000 이하 빈국에 최소 60% 투자
집행

자료: Christian Kingombe et al. (2011)

하지만 단기적으로 USIDFC는 아프리카 지역 내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사업에 가장 활
발하게 참여 중인 개발금융기관에는 영국의 CDC, 프랑스 PROPARCO, 독일
DEG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사업성은 높지만 높은 리스크 감당을 꺼려
하는 민간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기타 금융재원을 유도하
는 촉매제(Catalyst) 역할을 담당하며 아프리카 지역 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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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이번 USIDFC 설립은 특히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미국의 견제 수단으로 미국 상원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통과됐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며 대외원조 예산 삭
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차관 지원을 통한 ‘일
대일로’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대형 원조집행 기구를 신설 했다
는 점은 전 세계 최대 원조공여국인 미국의 대대적인 원조정책기조 변화를
예상 해 볼 수 있으며, 추후 우리 건설기업의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해
USIDFC에 대한 더욱 세부적인 추가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원조(Original) 공적개발원조 집행 전담 기구인 USAID의
의장인 마크 그린(Mark Green)은 최근 공식 입장문을 통해 USIDFC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USIDFC의 신속한 설립 및 정착을 위해
USAID가 내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전 세계 최대 원조공여국
인 미국이 원조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
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의 공적원조가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 다양한 정책
적 변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
면서, USIDFC 조직의 주요 특징인 ‘시장중심’, ‘민간재원을 통한 개발협력’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외교정책 활용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고 말했다.(USAID Press Release, 2018)

2. 북미·일본 DFI기관의 지원정책 및 전략 분석

OECD DAC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미와 일본의 대표 DFI로 미국
의 OPIC과 일본의 JBIC을 언급하고 있다.(OECD DAC, 2015)6) 캐나다의 경우
자국 기업의 수출/해외투자, 대외원조 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은 각각
6) DAC, 2015, "Inclusion of the effort in using private-sector instruments in ODA: Exploring
further

the

institutional

and

instrument-specific

approaches".

Development Finance Statistics, DCD/DAC/STA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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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

working

party

on

EDC와 GAC(舊 CIDA)가 있으나, 2017년 말 현재 이 기관들 중 어느 한 곳도
DFI로 활동하거나 국제사회에서 DFI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2.1.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2.1.1. 주요 연혁 및 목적

OPIC은 1969년 도입된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에 의해 설립된
미국 정부의 DFI로서 1971년 운영을 시작하였다. OPIC의 역사적 기원은
USAID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후 시작된 마샬플랜에서 비롯되는데 마샬플랜
은 미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위한 정치적위험보험(PRI, Political Risk Insurance)
이 포함되었고 이를 1961년 설립된 USAID가 담당했다는 점에서 개발협력,
즉 ODA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1960년대 초반 미 의회는 미국기업의 해외
투자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 진출
촉진과 이를 위한 USAID의 투자보증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부
응하여 1969년 닉슨 대통령은 USAID의 투자보증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위험
관리와 재원충당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인센티브의 상업적 관리’ 기능
을 OPIC에 위임함으로써 수익성과 공적원조의 기능을 혼합한 현재의 OPIC의
모습이 탄생하였다.

2.1.2. 정책 및 전략

OPIC의 비전은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과 대외정책 수행’에 있고 이를 위
해 미국 민간자본과 기술의 개도국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미션의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로서 ‘관경, 사회적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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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인권’ ‘미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수출과 고용의 증진)’, ‘원조효과
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11] OPIC의 정책목표와 우선순위
OPIC의 정책 목표

지원 우선순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원
 특정 지역, 국가, 섹터 및 기술의
선제적 지원
 민간투자 유인
 미국안보정책의 중추로서 개발을
고양

자료: OPIC, An OPIC Overview (2014)

OPIC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유의미한 미국연계성(U.S. Connection)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환경영향, 근로자 권리, 개발효과 등과 같은 일반적 조
건과 OPIC의 재무적 건전성과 독자적 지속성(Self-sustaining)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재무적, 경제적 타당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자, 프리미엄, 수수료를 징구하며 사업 관련 제반 위험, 신용도, 각종 유보
금 계좌 및 모니터링 등 통상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제반 위험경감
및 채권보전장치를 강구한다.
미국 내에서 OPIC의 기능 강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해외에서 우량 투자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DFI의 지원을 받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
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외정책,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의 CDB나 중
국 수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외원조 활용에 대응하여 자금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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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lar-for-dollar)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민간주도의 개발모델을 지지하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7)
OPIC은 정부의 외교정책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에서
소개한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이니셔티브'에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2.1.3. 운영 현황

가. 소유구조 및 조직현황

OPIC은 미국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주무부처인데, 유럽 및 일본의 양자간 DFI 기관들과는 달리 주기적
으로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12] OPIC 조직도

자료: OPIC 홈페이지 (2015)
7) DFI의 지원활동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DFI의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가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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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명(정부 7명, 민간 8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상원의 동의에 따라 대
통령이 임명하며 연 4회 개최된다. 정부 이사는 USAID 청장, 미국무역대표부
(USTR) 대표, OPIC 사장, 기타 정부부처 고위관리 4명이며, 민간이사는 중소
기업 관계자 2인 이상, 노동계 1인 등으로 구성된다. 경영진은 11명으로 9개
부서를 관장하며 이 중 사업부서는 구조화금융 및 보험부, 중소금융부, 투자
기금부 등 3개 부서이다. 직원 수는 2016년 기준 약 200명 수준이다.
재원은 정부출자금과 이자수익 등 잉여금 그리고 차입금으로 조성된다.
2015-2016년 회계연도 기준 자기자본은 57억 달러이며, 정부차입금은 25억
달러이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최
근까지 자체 자금 조달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나. 지원제도 및 현황

OPIC의 기본 목표는 미국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진출국의 개
발을 돕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미국기업의 지분이 25% 이상이며, 매년 발표
하는 160여개 ‘적격지원국가(OPIC Country List)’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사업
은 기본적으로 상업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환
경, 보건 등에 유해하거나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지원
하지 않는다.8)
OPIC의 지원상품으로는 크게 대출(Debt Financing), 정치적 위험보증(PRI),
투자펀드(Investment Funds)의 3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출의 경
우 직접대출(Direct Loans)과 대출보증(Loan Guarantees)이 있는데 직접대출은
미국 사업주의 규모에 따라 연매출 25백만 달러 이하의 기업이 추진하는
SME Financing과 Structured Financing으로 구분된다. 대출금액은 최하 50만 달
러에서 250백만 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50백만 달러 이상인 경우 신용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대출기간은 평균 5~20년으로 최대 30년까지
8) 금융계약서에 약속조항(Covenants)으로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관련 법, 환경/보건/안전
관련 요건, 근로자권리(Workers' Rights), 경제정책 요건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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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가능하다. 대출보증은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금 미회수 위험을 보증하
는 것으로 건당 최고 250백만 달러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만기는 최장 20년
으로 대부분의 지원조건은 대출의 경우와 동일하다.
중장기 대출 및 보증 상품은 신규 또는 확장 투자사업의 자본비용 (설계,
엔지니어링, 기자재 공급 및 건설 등)을 지원하며 금융부문의 경우 금융기관
이 제공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중소기업 대출, 담보부 대출 등의 금융상품
확대에 필요한 상품도 지원한다. 통상 운전자본 조달, 인수자금 등은 지원하
지 않으며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수출거래 또한 지원하지 않는다. 신디케이
션에 있어 'Loan Participation'에 참여하거나 기존 참가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하
지 않으며 B-lender의 지위로도 참여하지 않는다.
보험(Insurance)은 개도국에 대한 투자사업 관련 출자, 대출, 보증, 기술지원,
리스 등의 형태로 투입된 자금이 환전 및 송금불능(Currency Inconvertibility), 몰
수 또는 정부의 불법적 행위(Expropriation and Other Forms of Unlawful
Government Interference), 폭동, 테러 등 정치불안(Political Violence) 등의 비상위
험으로 인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 정치적 위험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을
통해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때 피보험자(Beneficiary)는 미국인 또는 미국인
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미국법인이고 인수한도는 대출 및 보증과 동
일한 250백만 달러이며 보험기간은 최장 20년(대출, 리스 등과 관련된 보험
의 경우 해당 계약 만기와 일치)이다. 부보범위는 적격 투자금액의 90%가 한
도이나 대출, 리스 등의 금융계약의 경우 원리금의 100%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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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OPIC의 지원제도

자료: OPIC 홈페이지

[표 19] OPIC의 승인실적 추이(승인기준)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13/14

2014/15

2015/16

대출 ‧ 보증

2.2

3.8

3.0

보험

0.4

0.2

0.1

투자기금

0.3

0.4

0.6

합계

2.9

4.4

3.7

자료: OPIC Annual Report (2012-2016)
주: 회계연도: 전년도 10.1 ~ 당해 연도 9.30

투자펀드는 개도국 또는 신흥국 프로젝트에 부족한 자본을 보충해주는 역
할을 하며, 미국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s)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
여 OPIC이 출자하는 것으로 펀드 출자를 통해 미국기업이 직접 사업을 영위
하기 곤란한 시장에서 출자 또는 준자본(Equity-related), 선순위 대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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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통한 해외사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OPIC은 개도국 사모펀드의 가장 큰 스폰서 중 하나로 1987년 이래로 신흥
국 시장에서 62개의 사모펀드에 41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리고 이 62개의 펀
드들은 65개국에서 570개 이상의 민간프로젝트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소액금융이나 중소기업 대출과 모기지 대출에 한도
를 늘려주는 ‘Innovative Financial Intermediary Program(IFIP)’도 운영 중이다.
2017년 회계연도 기준 현재 총 112개 사업에 38억 달러를 승인하여 누적
약정은 23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원 국가(Host Country)로
68억 달러의 민간자본을 유입시켰고 13,00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14] OPIC의 지역별 지원분포 (2008-2014)

자료: OPIC Annual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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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캐나다 EDC(Export Development Canada)

2.2.1. 주요 연혁 및 목적

캐나다수출개발공사(EDC, Export Development Canada)는 캐나다의 유일한
ECA로 자국의 수출거래의 직간접적 지원 및 대외거래에 있어 캐나다 기업의
수출역량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44년 수출신용법에 의거 전신인 수
출신용보험공사가 설립되었고, 1969년 ‘EDC Act’가 제정되면서 EDC로 재편
되었으며 보증업무도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고유의 상업계정
(Corporate Account)과는 별도로 고위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계정
(Canada Account)을 도입하였다.
1993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출자, 리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회사 설립
등이 포함되면서 업무 영역을 확대한 바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1995년
부터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EDC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9년에는 국내거래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7년 DFI 법을 도입하
여 EDC 산하 자회사(FinDev Canada)9)를 설립하여 개발금융 업무를 개시함으
로써 향후 DFI로서의 본격적인 역할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2.2.2. 정책 및 전략

캐나다는 G7국가 중 유일하게 DFI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였다. 그런
캐나다 정부가 FinDev Canada를 신설하게 된 배경은 첫 번째로 원조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진 원조국들은 보건, 교육, 거버넌스, 식량
등 사회 인프라, 인권, 민주주의 등에 중점을 둔 원조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
9) 공식명칭은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Canada(DFIC), 대외적으로 ‘FinDev Canada’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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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국제원조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성장 없이 사회개발 달성도 가능하지 않
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경제 인프라로의 방향 전환 추세가 증가하고 있
다. 실제 DAC 통계에 따르면 교통, 운송, 물류, 에너지 등 경제부문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2017) 또한 MDG가 종료
되고 이를 대체한 지속가능개발(SDGs) 체제에서는 신규 개발목표로 경제개발
(목표 8, 9)이 도입되었는데 이들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과 직접
적으로 연관된 목표들이다.10)
두 번째로 선진국 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와 원조 재원 부
족 등으로 선진국들도 자국 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 등 국익(National
Interest)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되었다. 캐나다 역시 2013년 CIDA를
GAC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외교, 원조 역량을 민간부문과 접목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2014년 상공회의소가 의회에 개발금융기관의 설립 필요
성을 포함하는 공식 제안서를11) 의회에 제출하였다. 2017년 캐나다 의회는
‘Budget 2017’에 개발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3억 캐나다 달러의 출자를 포함
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1월 EDC의 자회사(100% 지분 보유)로 FinDev
Canada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캐나다 몬트리올 市에서 2018년 9월 17일 개소식을 열고 공식출범했으며,
금융 조달이 어려운 개도국 시장에서의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개
도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와 수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요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Findev Canada는 현지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
원을 바탕으로 수혜국 내 ‘일자리창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기후변
화에 대한 대응’을 통한 ‘경제성장’을 슬로건을 내걸었다. 특히 주요 지원 예
정 분야인 ‘녹색성장(Green Growth)’, ‘농업사업(Agribusiness)’, ‘중소·중견기업
지원’ 관련 사업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10) 목표 8(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개발의 촉진과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
자리 확대). 목표 9(회복력 있는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11) ‘Proposal for a Canadian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http://www.chamber.ca/download.asp
x?t=0&pid=17f6c9fc-d3a7-e411-b67e-000c29c04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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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ev Canada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와
‘상업적 지원(Commercial Support)’ 사이에 존재하는 갭(Gap)을 채워줌으로써
수혜 개도국 민간 섹터에 대한 금융재원 조달 활성화와 수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Findev Canada는 2018년 5
월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아프리카 지역에 첫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아프리카 케냐에 본사를 두고 있는 ‘M-KOPA’ 태양광 기반 에너지 기
업에 Findev Canada가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기존
영국의

개발금융기관인

‘영국개발공사(CDC,

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가 이미 자금 투입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M-KOPA는 아프리카 지역 내 외딴 마을 주민들에게 소형 태양광 키트 제
공을 통해 전기를 공급해 주고 휴대전화 송금 방식으로 요금을 수령하는 형
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M-KOPA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다수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 송전 공급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실용
적인 전력 공급 모델로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된
Findev Canada의 설립이념을 가장 잘 대변하는 투자지원 사례라고 자평하며,
이번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모두 아우르는 첫 투자 사례라며 상
징성을 부여했다.
Findev Canada의 주요특징에 대해 다시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FinDev Canada의 주요 특징>
 (운영원칙 ) 개도국 기업에 대한 개발원조와 상업적 지원 간 공백을 완충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안정과 번영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기업 활동을 지원

╶ 대출 및 투자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로 재무적 자립을 확보하는 한편 경
제 사회적 개발효과를 추구

 (지원전략 ) 수출금융과 원조의 중간지대인 중‧저소득국의 민간분야 개발을 주
목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중점지역과 분야 선정

╶ (중점지역) 지역 접근성이 양호한 중남미‧캐리비안 소재 개도국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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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재원 일부는 빈곤이 심각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투입

╶ (중점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용수공
급, 수자원, 하수 및 폐기물처리 등), 에너지 인프라, 농업 개발(가공, 보
관, 수송 및 유통), 중소기업 지원(현지금융기관을 통한 간접대출 방식)

 (지원수단 ) 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 수출개발공사가 지닌 금융수단을 동일하
게 활용하는 한편, 사회, 경제적 편익이 있는 경우 사업개발에 필요한 기술,
환경·환경 보고서 작성도 지원

╶ 대출 및 보증의 경우 운영자금, 설비투자,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은 스트럭쳐드 및 프로젝트금융 방식도 지원
╶ 또한, 고위험·후순위의 지분투자 및 대출을 통해 민간부문의 재원을 개도
국 개발에 동원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
자료: FinDev Canada 홈페이지

한편 유럽계 DFI가 주로 원조부처 또는 산하 기관의 형태를 갖는데 반해
캐나다의 FinDev Canada를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EDC의 자회사로 출범
하게 된 것에 대해 NGO 및 학계 등으로부터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금융협력이 필요한 DFI의 성
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인프라 및 자원개발 등 경제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
과 금융지원 수단을 보유한 EDC의 자회사로 결정하였다. 이는 원조와 상업
금융 성격의 기존 EDC의 역할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하려는
정책적 고려로 보인다.

2.2.3. 운영 현황

가. 소유구조 및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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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의 재원은 연방정부 전액 출자로 구성된 자본금과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차입금으로 조성된다. 차입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의 15배로 한정되어 있는데 2016년 말 현재 총자산은 436억 달러이며 이
중 자본금은 약 10억 달러이다.
EDC의 관리, 감독의 주무부처는 캐나다 국제무역부이며,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심의 받고 운영결과를 국제무역부를 통해 의회에 매년 보고한다.
의사결정기구로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있다. 이사회는 최고 의사결정기
구로서 사외 민간인사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 아래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를 두고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필요할 때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한다. 경영진(Executive Management Team)으로는 사장과 8명의 부
사장으로 구성된 경영진이 분야별 업무를 총괄한다. 이 중 금융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는 금융본부, 보험본부, 혁신금융본부 등 3개 본부가 있다. 16개 해
외사무소에서 약 40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17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15] EDC의 조직구조

자료: EDC, Corporate Plan Summary (20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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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제도 및 현황

EDC의 소관 업무는 크게 사업개발(Business Development), 투자금융
(Financing & Investment), 보험(Insurance)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투자금융 업무에 속하는 대출 및 보증의 경우 (i) 해외수입자 앞 수출금
융, (ii) 해외투자금융(Foreign Investment Financing), (iii) 구조화 및 Structured
& Project Finance 등으로 세분된다. 수출금융은 전통적인 공적수출금융의 규
범과 형식에 맞추어 해외 수입자에 대한 직접대출 및 보증을 통해 자국 수출
을 지원하고, 해외투자금융은 캐나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현지법인
앞 시설재 공급 등에 필요한 해외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한편 EDC는 OECD 회원국 ECA 중에서도 소위 ‘Commercial ECA’로 평
가받고 있는데 특히 ‘구조화 및 PF’ 업무에 있어서 EDC가 금융자문(Advisor),
금융주선(MLA, Underwriter) 등으로 참여하면서 신디케이션 영역에도 활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도 캐나다산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투자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출자(Direct Investment)와 수출기업의 창
업 관련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출자(Fund Investment) 등도 제공한다.

[표 20] EDC의 연도별 승인실적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대
보
보
투
합

출
증
험
자
계

2014
20,335
963
77,294
278
98,870

2015
23,926
1,133
78,795
351
104,205

주 1) 회계연도는 1.1 ~ 12.31 기준
2) 1 달러=1.31 캐나다 달러(2017년 10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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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6,338
1,483
73,971
249
102,041

EDC의 보험상품은 수출거래에 대해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매
출채권미회수 위험을 수출가액의 최대 90%까지 담보해주며 수출계약 등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보험(Contract Frustration Insurance), 해외자산의 몰수, 수
용 등 비상위험을 담보(최대 90%) 하는 PRI도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
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캐나다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
(Surety Bond Insurance)도 지원한다.
2017년 EDC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037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했다. 산
업별로는 자원(Resources)과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Financial Institution)이 각각
169억 달러(1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채굴(Mining)에 140억 달
러(13.5%), 교통분야(Surface Transportation)와 제조업(Light Manufacturing), 인
프라 및 환경(Infrastructure & Environment), 오일 & 가스에 각각 104~108억
달러(10.1~10.4%)씩 지원했고, 이 밖에도 ICT(73억 달러, 7.1%)와 항공우주산업
(59억 달러, 5.7%)분야에도 지원했다.
[그림 16] EDC의 산업별·지역별 승인실적
<산업별 승인실적>

<지역별 승인실적>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5,190

5,889

7,763

16,948

7,345

10,426

14,036
16,951

10,697

58,829
17,917
10,705

13,994
10,780

자원

금융기관

채굴

북미&카리브

아시아/태평양

교통

제조업

인프라&환경

유럽

중남미

Oil&Gas

ICT

항공우주

아프리카/중동

자료: EDC Annual Repor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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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북미와 카리브 지역에 588억 달러(56.7%)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으며, 아시아/태평양(179억 달러, 17.3%), 유럽(140억 달러, 13.5%), 중남
미(78억 달러, 7.5%), 아프리카/중동(52억 달러, 5.0%) 순으로 지원했다.

캐나다의 DFI 도입은 최근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 관점에서 개도국에 대
한 개발협력에 있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여기서 금융협력의 구체적인 방식은 원조와 투자를 연계하고 인프라 개
발 등에 있어서 민간재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수단을 다양화함으로
써 부족한 원조재원과 민간의 효율성, 기술 등의 활용을 높이기 위함이다. 특
히 그동안 DAC 등 국제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혼합금융(Blended Finance)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금번 DFI 신설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기
반을 마련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2.3.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2.3.1. 주요 연혁 및 목적

주식회사 국제협력은행(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일본의 대외 경제정책 수행을 지원하며 일본 정부가 전체 주식을 보유한 대
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초는 1950년 일본수출은행(Export Bank of Japan)으
로 출범하였다. 1952년에는 수입금융 지원 및 보증업무를 추가하면서 일본수
출입은행(JEXIM, Export-Import Bank of Japan)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본 정부는 1950년대 초반부터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면서 이
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투자금융제도를 도입하였고, 1960년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인한 과다한 외화유입으로 엔화의 가치절상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을 관리하고 대개도국 ODA의 도입을 위해 유상차관인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Oversea Economic Cooperation Fund)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OEC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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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JEXIM과 합쳐져 현재의 JBIC이 출범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대대적인 정책금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적금융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07년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日
本政策金融公庫法)’을 공포하여 JBIC을 일본정책금융공고(JFC, Japan Finance
Corporation) 내 국제금융부문 전담조직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2011년 JFC로
부터 다시 분리, 독립시키는 내용의 ‘국제협력은행법’을 제정하여 2012년 실
질적으로 분리하였고 해외경제협력기금을 신설된 JICA에 이관하였다.

2.3.2. 정책 및 전략

‘국제 비즈니스 최일선에서 일본과 세계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기업 이념
을 가지고 있는 JBIC은 중기 경영계획을 연계하여 ‘혼돈의 세계정세 속에서
일본 기업의 해외비즈니스 활동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자’라는 10년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JBIC은 다음의 네 가지 정책목적을 수행한다. (i) 일본에 중요한
자원의 해외개발 및 확보 지원, (ii)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및 향상 지
원(수출, 해외영업,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등), (iii) 지구 온난화 방지 등 글로
벌 환경보호 목적의 해외사업 지원, (iv) 국제 금융질서 혼란 방지 및 혼란으
로부터 야기된 피해에 대한 적절한 정책 집행을 추구하고 있다.
JBIC은 장기 비전에 맞추어 3~4년 주기로 중기 경영계획을 수립해 업무를
추진 중이다. JICA에 유상차관인 해외경제협력기금을 이관하여 새로이 발족
한 2012년 4월 이후부터 JBIC은 2014년까지 1기 중기경영계획(2012-2014년)
을 통해 프로젝트 형성 과정에서부터 업무에 참여하여 JBIC의 다양한 금융기
능을 활용한 해외 자원 및 인프라 개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그
리고 일본기업의 해외 M&A 등에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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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중기 경영계획(2015-2017년)과 관련 금융 중개기능을 발휘하여 일본기
업의 국제사업 추진 및 자원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일본의 지속성장
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데 공헌하려는 목표에 맞추어 총
누계액 5조 8,304억엔(약 530억 달러) 규모의 출자 및 융자보증을 승인했다.
한편 2016년 5월 일본 정부는 JBIC의 해외업무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
JBIC법'을 통해 對 개도국 정상외교 시 일본 정부의 금융협력을 수립 및 실
행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였다. 신 JBIC법과 일본무역보험공
사(NEXI)법을 개정(2016년 4월)하여 해외인프라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
외교통 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JOIN)'를 설립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및 금융환경 속에서 기존의 프로젝트에
기초한 금융지원 방식만으로는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안정적인 사업운
영을 확보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JBIC, JICA 등 해외 관련 정책금융의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
적으로 제공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지원 활성화를 위한 한 예로, 인도 DMIC 프로
젝트의 경우처럼 JICA의 무상원조를 통해 사업을 발굴 및 개발하고 프로젝
트 회사 앞으로 JBIC의 지분출자와 함께 개별사업들에 대해 대출/보증이 제
공됨으로써 일본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는 기반이 조성되
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일본 재무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G2G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 인도중앙정부 및 주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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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016년 개정 新 JBIC법 내 JBIC 기능강화 내용
항

목

내

용

 목적

일본의 개도국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한 지원강화책으로서 특별계
정 신설, 현지통화 지원확대, 지원수단 다양화 실시

 특별 계정
신설

高 리스크로 인하여 기존에는 지원이 어려웠던 해외인프라 사업
지원 (JBIC 일반회계와 구분)
- 특별계정 시행과 관련한 지침은 일본 재무성이 정하고, JBIC은
이에 따른 취급 방침을 작성하여 재무성의 인가 획득

 현지통화
지원 확대

현지통화를 JBIC이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현지 진출
일본기업 앞 지원

 지원수단
다양화

해외인프라사업 지원을 위한 투스텝론, 프로젝트 본드 인수, 이
슬람 금융 등의 신규 지원수단 추가

자료: JBIC 홈페이지

한편 2018년 6월 발표된 3기 중기경영계획(2018-2020년)은 불확실성이 팽배
한 대내외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산업계의 새로운 대처와 변화에 호응한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3대 기본 방침이 설정되었다. 기본방침은 첫째, 장점과
특성을 갖춘 리스크 헷징 기능의 강화와 둘째, 사회 및 고객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변혁과 유연성의 추구하여 민간사업의 지원기능 강화 그
리고 셋째, 조직력의 결집이다. 이 기본 방침에 따라 8개 중점 목표와 21개
업무 실행방안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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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JBIC 3기 중기경영계획(2018-2020) 내용
중점
목표 (8개 )

1

성장분야
신 영역

2

인프라
해외개발

3

환경보전

4

M&A

5

정책금융의
착실한 이행과
업무의 재검토

6

업무기능의
고도화

7

경영상황의
고도화

실행 방안 (21개 )

1.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전략적 대처
2. 일본기업보다 앞선 경제 첨병(Frontier) 역할
3.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 프로젝트 추진
1.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인프라사업 지원
2. 지리경제학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나라에 대한 인프라개발
제도 구축을 지원
1. 세계의 저탄소화에 공헌
2. 지구 환경 보전에 대해 더욱 노력
1. 정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해외 M&A 지원
2. 민간금융기관과의 연대를 통한 해외 M&A지원
1. 정책금융의 착실한 업무수행
2. 외부환경 변화에 걸맞는 업무의 재검토
3.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1. 지리경제학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지원
2.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즉각 대응하기위한 업무 기능 개선
3. 민간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민간자금 유치강화
1.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위한 관리기능 확보
2. 경영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리스크관리 기능 충실화
1. 업무 운영방식의 개혁 추진

8

조직기반의
기초체력 강화

2. 사무효율화
3.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안전성 확보
4. 인적자본 강화

자료: JBIC Annual Repor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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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운영 현황

가. 소유구조 및 조직현황

JBIC은 자본금 1조 7,652억엔(약 160억 달러, 2018년 3월, 연결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자본금의 전액을 일본정부가 출자하고 있다. 기타 재원은 정부로
부터의 차입 및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은 대
부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국가신용도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보유한다. 재정
차입의 재원 중 JICA와 마찬가지로 재정투융자금(FILP)이 주요 조달원천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12) 또한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조달(외국환기금
특별회계차입)의13) 비중이 2015-2016년 기준 약 76%로 가장 높아 한국수출입
은행의 경우보다 자금조달 및 조달비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JBIC은 2018년 3월 기준 일본 도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직원 수는
594명으로 본부 조직은 기획부문 등 7개 부문에 심사부 등 17개 부서와 업무
기획실 등 4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에는 아시아 대양주지역, 유럽 중
남미, 미주 등 3개 권역에 16개 해외지사와 1개 국내사무소(오사카)를 두고
있다. JBIC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외이사 1인을 포함하는 총 5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는 감사회, 경영자문 및
평가를 위한 경영자문·평가위원회, 리스크 자문위원회, 내부감사위원회, 회계
감사 등을 두고 있다.
집행기능은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신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준법·고객보호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조직
내 원활한 토의 및 소통을 위해 예비신용위원회, ALM 위원회, 글로벌에드위

12) 일본의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JFC, JBIC, DBJ 등 3개 기관의 조달현황을 보면, 2010-2014 회
계연도 중 전체 조달액 대비 재정투융자자금 비중이 50%를 상회
13) 외국환기금특별회계(Foreign Exchange Fund Special Account)는 일본정부가 엔고대책의 일환으
로 환율안정, 해외투자기금지원 등을 위해 1,000억 달러 규모로 2011년 창설한 기금

- 67 -

원회14), 그리고 BCP 위원회15), ICT 증진위원회 등이 있다.

[그림 17] JBIC의 조직구조

자료: JBIC Annual Report (2017)

업무조직은 6개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여신관련 부서는 자원금융,
인프라·환경, 산업금융 등 3개 본부로 편성되어 있으며, 위험자본의 제공을 통
한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2016년 Equity 금융 부문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14) 각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운영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논의
15) 재해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사업의 영속성 증진방안을 토의

- 68 -

나. 지원제도

지원제도는 크게 대출(Loan), 보증(Guarantee), 지분투자(Equity Participation)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대출과 보증은 거래유형에 따라 수출금융(Export
Loan), 수입금융(Import Loan), 해외투자금융(Overseas Investment Loan), 에너지
및 자원개발금융(Energy and Natural Resources Financing), 그리고 언타이드론
(Untied Loan)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마지막 2개의 제도는 해외투자 및 수입
거래를 모두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복적인 분류로 보이나 일본 경제에 있어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과, 국제수지 균형 및 통화안정이라는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JBIC의 역할을 고려한 제도라는 점에서
여타 ECA 및 DFI와는 차별성이 부각된다.
DFI로서 JBIC의 기능을 대표하는 제도가 해외투자금융이다. 지원대상은 일
본기업이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
금이다. 지원행태는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대출(Direct Loan)과 상환의 의무가
국내 일본기업에 귀속되는 대출, 그리고 2단계 대출(Two-step Loan)이 있다.
외국기업 앞 대출은 일본계 합작기업 앞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직접 지
원하거나 일본계 합작기업에 출자 또는 대출하려는 외국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일본 기업 앞 대출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자원의 확보, M&A 거래를 지원하고, 마지막으로 ‘Two-step
Loan’은 전통적으로 상품을 지원하는 전대금융 방식에서 플랜트, 인프라 등
프로젝트에 EPC 계약자로서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도 지원하기 위한 금
융상품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춤으로써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외거래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
기 위해서이다.
아래 그림은 발전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JBIC의 금융지원 역할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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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발전프로젝트 사업구조와 JBIC의 금융지원 역할

자료: JBIC, Project Finance Initiative (2015)

보증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원방식 및 조건이 대출과 유사한데, 현지 일
본계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과 개도국 정부 및 공사채에 대한 보
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현지금융에 대한 지원도 제도상으로는 가능한 것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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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JBIC의 해외거래 지원방식
지원 방안
민간금융기
관과
협조융자

현지금융기
관을 통한
2단계 대출

주요 내용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통해 수출융자, 해외투자융자 등의
장기금융 제공




기업의 해외자회사에는 현지통화로 장기 고정금리대출 제공
일본기업의 해외 자회사와 영업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소재
현직기업에게 현지금융기관을 통해 2단계 대출 제공



현지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일본 내 지역금융기관까지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노력



현지금융기관에 단일창구(‘일본 데스크’)를 설치하여 중소기업과
영업관계를 가진 일본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할 수 있게 독려
(대출) 현지통화 지원 가능성을 건별로 확인하여 직접대출, 혹은
JBIC이 주요국 통화로 개도국 소재 현지금융기관* 대출하면
금융기관이 현지통화로 기업 앞 최종 대출



현지통화
금융지원

 일본 민간금융기관의 해외 자회사와 지점 포함


(보증) 현지통화로 발행한 회사채 보증, 민간금융기관이 현지통화로
제공한 대출의 일부분을 보증, 통화스왑거래 보증

지역은행과
의 협력



지역은행인 Shinkin Banks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 강화

컨설팅,
자문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법률, 회계, 세무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자료: JBIC Annual Report (2016)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은 JBIC의 지분투자 제도로 대상 국가를 원칙적으
로 개도국으로 한정하고 자원개발 사업, 원전, 고속전철 및 상수도 등에 대해
서는 비개도국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기업이 사업
주로 참여하는 사업과 GP로 참여하는 펀드 지원사업(국제펀드 포함), 글로벌
환경보호 사업, 국제금융질서 회복 등 적격지원 조건에 있어서 매우 포괄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정부 앞 대외거래에 필요한 단기 외화
자금을 ‘Bridge Loan’ 형태로 지원하는데 이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개도국 정
부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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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현황

(1) 해외자금 분야별 지원 현황
JBIC의 2017년 출자 및 융자보증 승인액은 중소 중견기업 지원과 해외
M&A 지원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46.7% 감소한 130건 1조 1,932억엔(약
108.5억 달러)이다. 2017년 최대 지원사업은 모잠비크 및 말라위에 석탄운반
수출을 위한 나가라 철도 항만사업의 PF 융자를 지원했다. 또한 UAE의 국영
석유공사에 대해 일본기업이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과 멕시코 아연 및 은광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 바 있다.
2017년 말 누계 기준 출자 및 융자보증 승인실적은 총 92개국에 26,966건
71조 5,918억엔이며, 최근 환경 분야 수요에 기인한 ‘Green(지구환경 보전업
무)분야’ 누적 출자 및 융자보증 승인액은 약 26.5억 달러에 달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JBIC은 융자분야에 거의 90%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자원과 일반투자 융자에 전체 지원액의 60% 이상을 투입하고 있어 자
원개발 투자에 집중함을 알 수 있다. 자원과 일반 투자 융자에 2015년에는
총 260건 1조 8,581억엔을 지원하여 전체 78%를 차지한바 있으며 2016년에
는 222건 1조 7,210억엔으로 77%, 2017년에는 금액은 대폭 감소하여 101건
7,644억엔을 지원했으나 전체 지원액 중 64%를 지원하고 있다.
JBIC의 보증과 출자분야는 지원액의 10% 전후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16
년 8건 2,935억엔으로 전체 지원액의 13%를 차지했을 뿐 2015년과 2017년에
는 전체의 4%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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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JBIC 2014-2017 분야별 투융자 승인액 추이
(단위: 억엔)
2014년

2015년

분야별

건
수

금액

비
율

건
수

금액

1. 융자합

251

29,042

89

287

22,763

- 수출

49

4,064

13

22

- 선박

24

243

1

플랜트

24

3,818

기술공여

1

2

2016년
비
율

건
수

2017년

금액

비
율

건
수

금액

비
율

95 246

19,299

86

117

10,673

89

1,410

6

20

1,750

8

14

347

3

9

336

1

3

105

0

4

51

0

12

13

1,073

4

17

1,645

7

10

296

2

0

-

-

-

-

-

-

-

-

-

- 수입

-

-

-

1

2,523

11

-

-

-

1

2,380

20

- 투자

197

24,510

75

260

18,581

78

222

17,210

77

101

7,644

64

자원

20

10,591

33

11

2,369

10

4

2,505

11

8

2,565

21

일반

177

13,919

43

249

16,211

68

218

14,705

66

93

5,079

43

사업개발

5

467

1

4

248

1

4

337

2

1

300

3

2. 보 증

15

3,123

10

7

1,066

4

8

2,935

13

8

481

4

3. 출 자

5

328

1

4

143

1

3

162

1

5

777

7

합계
(억달러)

271

32,493
(295.4)

100 298

23,974
(217.9)

100 257

22,397
(203.6)

100 130

11,932
(108.5)

100

자료: JBIC, 각 년도 Annual Report
주: US$1=Yen110

건설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프라 투자 분야는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 건 등은 계속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 연속 투융자 승인
액과 건수가 2조엔과 200건을 초과했다. 2016년의 인프라 사업의 경우 약 2.1
조 엔의 사업 건을 승인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인프라 사업
승인 건수가 많은 편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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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JBIC 2014-2017 분야별 투융자 승인액 비교

(2) 지역별 투융자 추이

JBIC은 2012년 유상 차관업무가 JICA로 이관된 이후 2013-2015년 3년간
주로 북미와 중남미 지역에 전체 투자와 융자보증 승인액의 40% 이상을 집
중 지원하였다. 2016년에 아시아 지역의 지원이 다시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
주 지역에 대한 지원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투융자 사업의 승인을 살펴보면,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골고루 지원하는 것
이 특징이다. 2014년에는 북미 지역에 전체 투융자금액의 30%인 6,540억엔을
지원했으나 점차 낮아져 2017년에는 15%인 1,806억엔을 지원했다. 아시아지
역도 2016년 화력발전 건설 및 LNG개발 등 대형사업 건이 차례로 나와 전체
지원액의 32%인 8,432억엔을 지원했으나 2017년에는 1,743억엔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지원이 감소했다. 이들 지원은 각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지원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한 대형 지원 안건으로는 인도네시아
사룰라(Sarulla) 지열발전소, 영국의 도시고속철도, 미국의 폐기물처리 발전소,
카타르의 가스화력 담수발전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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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JBIC의 지역별 해외투자융자보증 승인액 추이
(단위: 억엔)

아 시 아
대 양 주
유
럽
북
미
중 남 미
중
동
아프리카
기
타
국제기구

2013년
금액
비율
4,727
21
2,929
13
3,503
16
6,540
30
2,091
9
1,048
5
811
4
408
2
-

2014년
금액
비율
6,105
19
1,738
5
2,288
7
13,893
43
1,361
4
4,936
15
1,956
6
212
1
-

2015년
금액
비율
3,329
14
69
0
5,983
25
4,936
21
5,073
21
4,276
18
149
1
155
1
-

2016년
금액
비율
8,432
38
111
1
5,257
23
6,058
27
890
4
1,342
6
0
0
154
1
149
1

2017년
금액
비율
1,743
15
182
2
600
5
1,806
15
2,012
17
4,040
34
1,384
12
161
1
-

합
계
(억미달러 )

22,061
(200.6)

32,493
(295.4)

23,974
(217.9)

22,397
(203.6)

11,932
(108.5)

지역별

100

100

100

100

자료: JBIC, 각 년도 Annual Report
주: US$1 = Yen110

[그림 20] JBIC의 지역별 해외투자융자보증 승인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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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 상품별 승인

비금융 지원제도로는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보강이 개
도국 인프라 사업에 직간접적인 지원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표 26] JBIC 상품별 승인규모
(단위: 억엔)
2014/15

2015/16

2016/17

수출금융

4,064

1,410

1,751

수입금융

-

2,523

-

해외투자금융

24,510

18,581

17,211

언타이드론

467

248

338

구분

대

출

브릿지론

-

-

-

소계

29,041

22,762

19,300

보

증

3,123

1,066

2,935

출

자

328

143

162

합

계

32,492

23,971

22,397

주 1) 회계연도는 전년도 4.1 ~ 3.31 기준
2) 1 달러 ≒ 111.77 일본 엔 (2017년 3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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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미·일본 ODA 및 DFI의 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사례
분석

1. 주요 기관의 개도국 인프라 구축 지원사례

1.1. OPIC 지원사례 (모로코 Jorf Lasfar 1-4호기)

가. 개요

모로코 정부는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55년 모로코 전력청
(Office National de l'Electricite, 이하 ONE)는 동국 서부 대서양 연안에 소재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인 JLPP(Jorf Lasfar Power Plant 1, 2호기)에 총 330MW
(3, 4호기)를 증설하는 민자발전사업 3, 4호기를 발주하였다. 당시 이 사업은
모로코 총 발전량의 37% 가량을 담당(2010년 기준 발전량 9,847GWh, Units
1~4로 구성)하는 동국 내 최대 규모의 민자발전사업(IPP)으로, 발전용량
1,356MW의 민자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어 1997년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16)
1995년 당시 모로코 정부는 가스, 석유화학, 발전 등 에너지 부문의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개 국영정유사를 1997년 민간에 매각한 바 있고 발전
부문에도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1994년 이미 전기법을 개정하여 민자발전
사업자(IPP) 제도를 도입하였다. ON.E는 1996년 전국 전력화 프로그램
(Programme pour l’Electrification Rurale Global)을 가동하여 전력망 확충 및 낙
후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동국 전력
16) 동 사업은 아부다비 국영에너지기업(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 ‘TAQA’)가 2007년
지분 100% 인수하여 운영 중으로 2011년 5, 6호기 추가 투자를 통해 700MW를 확장하였고
수은과 JBIC, NEXI가 협조융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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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률(Rate of Rural Electrification)은 1995년 18%에서 2009년 말 96.5%에 달
하였다.
1995년 당시 3, 4호기 증설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은 당시 인구의
불과 40%만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었다. 또한 당시 모로코는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석유, 석탄 등 부존
자원이 빈약하여 대부분의 연료 공급을 스페인 및 알제리 등으로부터 수입하
는 등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또한 ONE는 발전 및
송·배전 부문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

[그림 21] 모로코 Jorf Lasfar 프로젝트 위치

자료: World Bank, OPI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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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사업구성 및 사업 참여자
JLPP 3, 4호기 사업은 미국의 CMS Generation Co.와 ABB Energy
Ventures Inc.가 사업주로 참여하였으며, 미국 수출입은행, 이탈리아 SACE 등
수출신용기관과 OPIC이 금융을 지원하였다.

[표 27] 모로코 Jorf Lasfar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발주자

모로코 전력청(ONE)

사 업 주

CMS Generation Co.(50%), ABB Energy Ventures Inc.(50%)

사업내용

석탄화력발전설비 2기(330MW) 건설 및 운영 (BOO)

총사업비용

U$14,387백만(출자 26.9%, 차입 73.15%)

Construction &
Procurement

ABB Asea Brown Boveri Ltd.

O&M 계약

CMS Morocco Operating Co.

전력판매

ONE와 30년 PPA 체결

자료: World Bank (1997)

CMS와 ABB는 JV인 Jorf Lasfar Energy Corporation(JLEC)을 설립하여 1994
년 9월 ONE와 사업개발 및 투자 관련 약정(Protocol)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는 기존 JLPP의 민영화도 포함되었다. 건설은 스위스의 ABB Asea Brown
Boveri Ltd.가 맡아 199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운영은 미국 CMS
Energy Corp.의 현지 자회사 Morocco Operating Co.가 담당하였다. 생산된 전
력은 30년 PSA(Power Sales Agreement)에 의해 전략 ONE로 판매되었다.
생산된 전력은 1997년 ONE와 체결한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에 의하여 발전소 완공 후 30년간 ONE에 판매되는 조건이며 전력
요금 미지급 등으로 사업이 종결(Termination)될 경우 모로코 정부가 선순위
대출금을 포함한 Termination Amount 지급을 보증하였다. 한편 프로젝트 회사
는 기존 1, 2호기에 대한 운영권(30년)을 리스방식으로 확보하는 한편 3,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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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대해서도 CMS Morocco가 O&M 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사업에 대한 석탄공급계약(Coal Supply Agreement)은 ONE의 승인을
얻어 입찰경쟁을 통해 복수의 공급자들과 체결되었으며, 석탄터미널계약(Coal
Terminal Agreement)은 Office d'Exploitation des Ports(ODEP)와 체결하였다.

[그림 22] JLEC 3 & 4 사업구조

자료: World Bank, Project Finance and Guarantees (1997)

다.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본 사업의 투자자는 50%의 지분을 투자한 ABB Asea Brown Boveri Ltd. 의
자회사인 JLEC Management AB, JLEC Capital GmbH, and JLEC Power
Ventures GmbH 등 3개사와 나머지 50%를 소유한 CMS Generation Co.의 자
회사인 Jorf Lasfar Handelsbolag, Jorf Lasfar Power Energy HB, and Jorf Lasfa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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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 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로젝트 회사인 JLEC는 유한파트너십과 유사한 형
태의 법률적 성격을 갖는다.
JLEC 3, 4호기에 대한 금융구조 설계에 있어 금융종결 시점에 기존 1, 2호
기에 대한 30년 운영권 인수에 대한 시설임대료(Lease Payment)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일시 지급키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PF 방식으로 조달되는 3, 4호기
건설자금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PF 대주단에는 총 2억 달러 OPIC의 직접
대출과

OPIC의

보증부

상업은행대출,

SACE(이탈리아),

ERG(스위스),

USEXIM 등 ECA 및 WB로 구성되었는데 상업은행대출은 다시 다음과 같은
네 개의 Tranche로 구분된다.

 스위스 ERG 보험부 DM62 Million(독일 마르크화) Tranche
 이탈리아 SACE 보험부 DM456 Million Tranche
 미수은 보증 인도전금융 US$237 Million Tranche Guaranteed
 World Bank PRI DM313 Million Tranche

상업은행 보증부대출의 만기는 12년, 정기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ABN
AMRO, BNP, CSFB 등 국제상업은행이 참여하였고 ERG, USEXIM, WB 등
ECA 및 MDB의 직접대출에 대한 금리스왑(IRS) 외에도 사업관련 여타 자금
수요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JLEC 스폰서들의 자금조달에 있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세계은행은 모로코 정부의 에너지부문 개혁 프로그램 관련 사업에 대한 다
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는데 JLPP 3, 4호기 사업에 대해서는 PRG(Partial
Risk Guarantee)를 통해 지원하였다.
OPIC의 PRI와 WB의 PRG는 담보해주는 위험과 기능이 서로 유사하다. 양
자 모두 정치적 위험을 담보하므로 상업은행이 정치적 위험으로 인해 대출금
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투자자금 미회수 시 보상한다. 다만, 양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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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상해 주는 보험사고 사유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들 들어 WB의 경우는 정치적 불가항력(Political Force Majeure)에 대해 보상
해주며 이를 위해 모로코 정부와 직접 보험금 배상협약(Indemnity Agreement)
을 맺어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한다.

[표 28]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백만 달러)

조 달 계 획 (백만 달러)

[26.9%]

출자금

1 & 2호기 현금유입
EPC (Unit 3 & 4 건설)

1,385

88

예비비

[73.1%]

(200)

- USEXIM(미국)

(237)

- SACE(이탈리아)

(256)
(35)

․ World Bank(PRG)

계

1,438

자료: World Bank (1997)

- 82 -

904

- OPIC(미국)

- ERG(스위스)

합

192

1,010
차입금

Unit 1 & 2 인수대금

387

합

계

(176)

1,438

1.2. EDC FinDev 지원사례

FinDev는 출범 2개월만인 지난 3월 첫 번째 사업으로 영국 CDC와 공동으
로 케냐 신재생에너지사인 M-KOPA에 USD 10백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하기
로 결정하였다.
M-KOPA는 케냐 나이로비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옥스퍼드
MBA 출신의 Chad Larson과 Jesse Moore(現 CEO)에 의해 2011년 설립되었으
며, 전력망 소외 지역(Off-grid) 가정에 선불방식 전력을 공급한다. 동사는 아
프리카 전역에 걸쳐 전력망이 없는 60만 가구에 매달 75백만 시간의 태양광
충전식 조명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태양광 패널, 충전식 라디오, 리튬
이온 배터리, LED 전구, 휴대전화 충전케이블 등을 제조 및 판매한다.
M-KOPA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일일 2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국제에너
지기구(IEA)에 따르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2/3는 전력망이 없는
off-grid 지역에 살고 있다. M-KOPA는 이러한 에너지 소외계층, 특히 가사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한편, 취업의 기회
도 제공하는 등 경제사회적 개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FinDev Canada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5년 USD 40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Award 2014’, 2013년에는 Financial Times로부
터 ‘Technology in Sustainable Finance’와 ‘Excellence in Sustainable Finance’ 상
을 각 각 수상하였다.
한편 이번 M-KOPA의 자본금 조달은 영국 DFI 기관인 CDC 주도 하에 기존
주주인 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와 LGT Venture Philanthropy가 추가
출자에 참여하면서 성사되었고 CDC는 이번 출자로 이사회 멤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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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JBIC 지원사례 – 인도 DMICDC Ltd. 출자

2013년 3월 28일 JBIC은 인도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rporation Ltd.(IIFCL), 도시주택개발공사(HRDCL) 등 3개 유관기관,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인

DMICDC(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

Development Corp.) 등과 2억 6천만 루피(3.6백만 달러 상당) 규모의 지분출자
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17) 이번 출자로 JBIC은 인도 정부의 지분 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6%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동사의 초기 수권자본금
은 Rs 10 Crore(=천만 루피)로 향후 Rs 100 Crore, 즉 10억 루피로 증액될 예
정이다.
이에 앞선 2008년 10월 JBIC, IIFCL, DMICDC 등 3개 기관은 DMIC 사업
에 대해 최대 75백만 달러의 JBIC Loan을 지원하는 것과 IIFCL이 전대기관
으로서 DMICDC Project Development Fund에 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의 MOU
에 서명한 바 있다.
2008년 설립된 DMICDC는 델리와 뭄바이를 잇는 총연장 1,483km의 델리뭄바이산업벨트(DMIC,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프로젝트의 사업시행
사로서 일본-인도의 대표적인 G2G 협력 사업으로 인도 중앙정부와 마하라수
트라주 등 사업 관련 지역(DMIC Region)의 6개 주정부가18) 참여하는 범국가
적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DMICDC는 사업타당성조사, 중앙 및 주정부의 각종
인허가 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DMIC 사업계획에 따르면, 24개 지역 및 산업단지 투자후보가 발굴되어
향후 30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중 1단계 사업으로 [표 29]에
서와 같이 8개 연계도로가 지정되었다.

17)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Ltd. (100% 중앙정부 소유)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td. (100% 중앙정부 소유), Life Insurance Corporation of India (인도 최대
생보사, 100% 정부소유)
18) Uttar Pradesh, the National Capital Region of Delhi, Haryana, Rajasthan, Gujarat, Maharashtr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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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DMIC 1단계 후보사업

자료: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2015)

JBIC은 지분투자로 DMICDC 이사회에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조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DMIC 사업에서 연계되는 다수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일본기업의 참여
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사업지역에서의 추가 사업기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인도정부는 JBIC이 지분투자 의향에 대해 2011년 12월 재무부가 긍정
적 입장을 표명한 이래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되었고 2013년 3월 초 내각
회의에서 승인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인도 산
업진흥정책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900억 달
러 규모의 본 사업의 관리를 위한 신탁회사(Trust)를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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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C 프로젝트의 마하라슈트라주 연계사업 >
DMIC 사업으로 마하라슈트라주는 지역의 약 20%, 인구의 약 26% 정도의 영향
을 받게 될 전망으로, 뭄바이, 타네(Thane), 나식(Nashik), 푸네 (Pune), 아우랑가바
드(Aurangabad), 아메드나가르(Ahmednagar), 둘레(Dhule), 난둘라(Nandurbar), 라이
가드 (Raigad) 지역을 연결.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연계사업 개발계획을 추진.19)

 센드라(Shendra) 대형 산업 단지 – 비드킨(Bidkin) (아우랑가바드 지역)
 전시 및 컨벤션 센터 – 센드라(아우랑가바드 지역)
 다그히(Dighi) 산업지역 – 라이가드 지역
 신나르(Sinnar) 대형 산업 단지 – 나식 지역
 탈레가온(Talegaon) 멀티 운송 단지 – 푸네 지역
 둘레(Dhule) 대형 산업 단지 – 둘레 지역
 가스 전력을 기본으로 하는 DMICDC의 다양한 설비 건설
 빌레 바가드(Vile Bhagad) 1000MV 가스 발전소 – 라이가드 지역
 인다푸르(Indapur) 1000MV 가스 발전소 – 푸네 지역
 제2개발 회랑(Secondary Growth Corridor) 개발
╶ 뭄바이–나식–아우랑가바드–암라바티(Amravati)–나그푸르(Nagpur)
╶ 뭄바이–푸네–사타라(Satara)–상리(Sangli)–솔라푸르 (Solapur)
╶ 뭄바이–라트나기리(Ratnagiri)-신드러덜그(Sindhudurg)

자료: JBIC 홈페이지

이와

더불어

PPP

방식의

본

사업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

‘Project

Development Fund(PDF)'가 조성되었고 사업 준비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및 제공하며 이를 DMICDC가 관리를 담당키로 하였다.
DMIC는 정부의 ‘제조업육성정책(National Manufacturing Policy)’의 인센티브
가 제공되는 몇 몇 국가차원의 제조업투자 단지를 설립할 계획으로 인도정부
는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환영했다.
19)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뭄바이무역관(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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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이 45억 달러의 투자약정에 대해 인도정부도 Rs 18,500 Crore(약
260억 달러)를 기반 인프라 조성에 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인도의 인프라 개발 금융지원 제도>
 Viability Gap Funding(VGF)
인도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기존의 GDP 4.7%에서 8%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운송, 전력, 도시인프라, 관광, 철도 등 주요 인프라 부문에 대한 PPP 방식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이를 위해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내에 전담
부서인 PPP Cell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주정부들의 사업추진 및 조정을 담당
토록 하였으며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성 보강을 위해 VGF를 설립함.
VGF는 경제성은 확보되나 단기적 상업성이 부족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무적 타
당성(Financial Viability)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기금이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
정된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중앙정부 또는 주정부 사업의 총사업비의 20%까지
개발초기에 지원함. 우선지원부문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공항, 내륙운하, 전력,
도시교통, 상하수도, 고체폐기물관리 및 기타 도시 인프라 등이 있음. 또한 특별경
제지역, 국제컨벤션센터, 관광인프라 사업 등도 우선사업에 해당됨.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imited(IIFCL)
인도 정부가 인프라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장기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인프라전담금융기관으로 수권자본금 INR 1,000 Crore (100억 루피, 약 1.4억 달러),
납입자본금 (10억 루피, 약 14백만 달러)을 전액 투자하였음. IIFCL은 공공, 민간
또는 PPP 방식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의 공백을 보완하는 목적
을 갖고 있으며 PPP 방식을 통한 사업개발, 금융조달,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함.
한편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ADB 등 MDB도 IIFCL 및 VGF와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자문, 협조융자 등의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주정부 등을 대상으로 특정 섹터 및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수요에 대한 해
법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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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ICA는 JBIC과 더불어 2011년 12월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밝힌 DMIC
앞 총 45억 달러 논의된 동 사업에 대해 10여개 사업을 ODA 지원 대상후보
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델리 고속 수송시스템 건설
사업’과 ‘델리 고속 수송시스템 건설 사업 Phase 2’ 등 인도의 철도개발을 적
극 지원해오던20) JICA는 2012년 3월 다시 철도건설 사업관련 총액 1,279억엔
의 엔차관 승인했는데, 대상사업은 DMIC의 일환인 ‘델리 고속수송시스템 건
설사업 Phase 3(Delhi Mass Rapid Transport System Project Phase 3)’과 ‘델리
수도권 총연장 103km의 고속철도수송 시스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일
본의 철도 기술 수출을 통하여 인도의 도시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밖에도 뉴델리-뭄바이간 화물전용철도 건설, 남부 첸나이 지역
의 지하철 건설 등을 지원하는 등 인도 고속철도에서 일본의 고속철인 신칸
센 방식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0] 델리 고속수송시스템 건설사업 Phase 3 지원조건

사업명

델리 고속수송시스템
건설사업 Phase 3

차관액
(억엔)

1,279

금리(％)
본공사

컨설팅

1.40

0.01

상환기간
（년）

거치기간
（년）

30

10

조달조건

일반
언타이드

자료: JICA 홈페이지

20) 2011년 델리-뭄바이 철도사업에 JBIC 수출자금(30억 달러)과 JICA 차관(15억 달러)을 혼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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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USAID 지원사례

USAID는 농업과 식량안보, 민주화 및 인권향상, 경제성장 및 무역, 교육,
환경과 글로벌 기후변화, 성평등 및 여권신장, 보건 등 인도주의적 사업을 다
양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수자원 관련사업과
Power Africa 등을 통한 전력공급 등 제한적인 사업에 그친다.

가. 케냐, 수자원 관련 지원사업

케냐 정부는 식수 공급과 위생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이 부족해 식량 불안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케냐의 ‘국가 수도 마스터플랜 2030’은 향후 15년 동안 약 140
억 달러의 수도 공급 투자와 54억 달러의 도시 하수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USAID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케냐의
통합 수질위생 개선 프로젝트인 KIWASH(Kenya Integrated Water, Sanitation,
and Hygiene)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케냐인들에게 깨끗한 물의 사용과
수자원 관리를 통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 기반 접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반시설이나 공급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지 않은 지역의
물 공급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KIWASH는 수자원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자금 조달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WASH 부문에 대한 자금조달을 이전에
이용할 수 없었던 상업금융을 활용하도록 케냐 협동은행의 고위 신용담당자
들을 교육한 후 나이로비 카운티 수도 및 하수 회사에 62백만 달러의 융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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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KIWASH는 90개 마을에 12개 농업 시범단지를 설립하여 농작
물 수확량을 크게 늘리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영양식품 및 관개기술을 선
보였다.

나. 방글라데시, 전력공급 지원사업

세계은행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45%가 전력망을 통한 전력을 사
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글라데시의 전력공급 상황은 열악하다. 그래서 방글
라데시 정부는 1997년에 중대형 인프라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인프라 개발 주식회사(IDCO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 Ltd)’를 설
립했다.
2014년 현재 방글라데시의 시골 지역에는 약 325만 개의 태양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각 시스템은 약 1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해 방글라데시
정부에만 의존하기에는 비용이 높아 민간 부문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USAID는 ‘PFAN(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IDCOL의 파트너 조직인 MAKS
Renewable Energy는 방글라데시 농촌 지역의 10,000호의 주택에 태양 에너지
로 구동되는 조명 및 가정용 제품을 적용해 왔다. USAID는 MAKS가 사업
계획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PFAN Asia 프로그램은 13개 회사가 총 165백만 달러 상당의 청
정에너지 파이낸싱을 동원하는 것을 지원했다

다. 마케도니아, 민주주의 발전 지원사업

마케도니아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교는 인종별로
아침과 오후 각각 교대로 운영되며, 각각 다른 언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다른 민족 출신의 아이들은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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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른 민족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는 문제
가 있는데 USAID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 간의 통합을 위해 공동 예술 워크
샵 등을 조직하는 등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케도니아 학생들의 민주
적, 시민적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지원했다.

라. 우간다, 질병퇴치 지원

우간다에서 질병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은 말라리아인데 이는 검사 및 치료
에 있어 부적절한 관행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USAID는 말라리아 환자 및 사망률과 항 말라리
아 약에 대한 내성 위험을 낮추고 약물 낭비와 오용을 줄이기 위해 ‘우간다
건강 공급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의약품 사용을 개선하
고 건강 시설에서의 치료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잘 못된 의료 행위를 줄이도
록 의학 및 치료위원회를 활성화시켰다.

마. 우크라이나, 일자리제공 및 경제적 자립 지원

USAID는 2015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물리치료협회 및 장
애인의회와

함께

'TEAM'이라는

교육(Training),

경제력

향상(Economic

Empowerment), 기술지원(Assistive Technology), 의료재활(Medical Rehabili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직업, 사업 훈
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860명 이상의 장애인
들이 휠체어와 방광키트와 같은 재활 서비스와 보조 장치를 받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거나 확장시켰으
며,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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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금융기관과의 Co-Financing 사례

2.1. 베트남 Nghi Son 2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가. 사업배경 및 개요

Nghi Son(응이손) 2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는 하노이 남동쪽 200㎞에 자리
잡은 응이손 경제구역에 1,200㎿(600㎿ x 2기)급 초임계압(Super Critical)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BOT)하는 민자발전사업으로, 2013년 한전이 일본 마
루베니 상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21)
총 사업비는 23억달러(약 2조 6,000억원)이며, 발전소는 올해 안에 착공해
2021년 말 준공 예정이다. 생산된 전력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베트남전력공
사에 판매된다. 한전은 응이손 2화력발전소 운영기간인 25년간 약 15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소 건설에는 두산중공업이 설계, 보일러
등 주요 기자재 제작·공급 등을 총괄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발전소 보조기
기 공급자로 참여하게 된다.

나. 주요 사업구성 및 사업 참여자
본 사업의 스폰서는 한전과 일본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로 양 사는 각
50%의 지분을 출자하여 프로젝트 회사(NS2PC, Nghi Son2 Power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하였다. 이에 앞서 사업주들은 베트남 산업통상부
(MOIT)와 2017년 11월 BOT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계약은 베트남 정부가
민간 발전사업자의 베트남 전력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마련한 BOT 계약
Framework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1) 자료: 한국일보 기사(2017. 11. 9일자) 등 국내외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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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전력은 프로젝트 회사와 베트남전력공사(EVN) 간 체결된 전력판매
계약(PPA)에 의거, EVN 앞으로 전량 판매되며 EVN은 이를 25년간 의무구매
조건(Take-or-pay) 방식으로 구매한다. 또한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은 인도네시
아 PT. Bayan Resources Tbk(Bayan)을 비롯한 3개 공급자로부터 석탄공급계약
(Coal Supply Agreement)을 통해 확보된다. 또한 석탄 운송은 독일계 운송회
사인 Oldendorff Carriers로서 석탄 환적에 있어 풍부한 실적을 갖고 있다.
발전소

건설은

두산중공업

및

두산비나(베트남

자회사)가

'Lump-Sum

Turn-Key(LSTK) 방식'의 EPC 계약에 따라 기자재 제작 및 발전소 건설 일체
를 책임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발전소의 O&M은 프로젝트회사가 자체 운영
(self O&M)함으로써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스폰서인 한전 및 마루베니와
운영기술자문계약(Technical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여 전문인력 파견, 기
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다.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본 사업의 차입금 조달은 구조에 있어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규모는
1,870백만 달러에 달하는데 사업국의 국별신용도, 민자발전사업의 투자자 보
호 및 인·허가 과정, 그리고 사업 환경 등 제반 투자여건을 고려할 때 대주
단의 채권보전 측면과 이를 위한 금융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례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사업주가 참여하고 사업지가 개도국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각국의 대표적인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과
JBIC의 협조융자가 없이는 금융조달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양국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비율은 각각 50%로서 이 중 6:4의 비율로 직접
대출(Direct Loan)과 정치적위험보증을 지원하였다. 특히 채무보증을 통해 다
수의 일본계 및 동남아계 상업은행들이 보증부대출(Covered Lender)로 참여함
으로써 총사업비 1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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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대해 JBIC은 560백만 달러의 직접대출과 375백만 달러의 PRG를
지원했다. PRG의 발급으로 SMBC, MUFG Bank, Mizuho Bank, Shinsei Bank
등 일본계 은행과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OCBC), DBS Bank 등
싱가폴계 상업은행,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Malayan Banking Berhad 등이 Lead
Arranger로서 보증부 대출에 참가하였다. JBIC의 금융지원은 일본사업주인 마
루베니의 지분출자에 근거한 것으로 JBIC은 일본기업이 통상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PC 계약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투자자금 본래의
목적에 입각하여 차입금과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중장기 금융을 제공
하였고 이에 힘입어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2)
JBIC은 2017년 5월 수정한 인프라산업의 수출지원 전략에서 자국의 인프라
설계, 건설, 운영 등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17년 10월 일본발전기업의 해외시장 진
출 확대를 우선지원정책으로 설정하면서 JBIC의 효과적인 금융을 통한 정부
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JBIC의 본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은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해석된다. 2003년 금융계약이 체결된 ‘Phu My 3가스복합발전 프로
젝트’ 이래 15년 만에 일본기업이 주사업자로 참여한 동 사업은 베트남에 투
자한 첫 번째 민자발전사업(IPP)으로, 2017년 6월 발표된 일본-베트남 공동성
명 또한 발전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23)
베트남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을 통한 전력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 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전력공급 확대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6년 '제7차
전력개발계획(Seventh Power Development Plan)'에서 전력생산용량의 확대가
주요 과제로 포함되면서 수년간 지연되어 오던 동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이
마무리 된 것이다. JBIC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사업 관련 위험을 통해 사업의
금융가능 구조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수단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2) https://www.jbic.go.jp/en/information/press/press-2018/0413-010921.html. JBIC Press Release (2018. 4. 13)
23) ‘The Joint Statement on Deepening the Japan-Vietnam Extensive Strategic Partnership(201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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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도네시아 Donggi-Senoro LNG 프로젝트

가. 사업배경 및 개요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미쓰비시상사 등이 함께 인도네시아 술라
웨시 섬 동부해안에 동국의 4번째인 LNG 플랜트를 건설하여 LNG를 생산․판
매하고, 구매자로서도 참여하는 사업으로 천연가스의 조달은 가스공사가 지
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Senoro 가스전(Senoro-Toili JOB)으로부터 공급받는
다. LNG는 연간 2백만톤을 생산하여 201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3년간 한국
(0.7백만톤, 가스공사) 및 일본(1.3백만톤, 추부·큐슈전력)으로 수출예정이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
으로 JBIC은 그간 인니의 LNG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및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의 가스복합화력발전이 40% 이상 증가하였다. 인
도네시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최대 LNG 수출국으로서 총 LNG 수
입의 약 40%를 차지했으나 점유율이 2013년 7.2%로 하락하면서 5위로 물러
났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LNG를 국내소비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업은 일본으로서는 안
정적인 천연가스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 것이다.

- 95 -

[그림 23] 인도네시아 Donggi-Senoro LNG 사업위치

자료: IndoPIPE (2014)

나. 주요 사업구성 및 사업 참여자
본건

사업주에는

한국,

일본

외에도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인

PT

Pertamina와 민간기업 PT Medco Energy가 참여하였으며, 일본 JGC가 EPC 계
약을, 프로젝트 회사가 O&M을 직접 담당하였다. 특히 사업주 중 하나인 PT
Pertamina의 인력 파견 및 전문 기술서비스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의 운
영 및 관리를 보장하였다.
일본 JGC는 세계 4대 LNG 플랜트 시공사로서 풍부한 시공경험을 보유하
고 있으며, LSTK 방식 EPC 계약을 통해 적기의 완공과 공사비초과 위험을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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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인도네시아 Donggi-Senoro LNG 프로젝트 및 금융구조

자료: 사업주 자료 및 JBIC Press Release (2015)

다.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본 사업의 차입금 비율은 높은 사업위험을 감안하여 53% 수준으로 총 15.3
억 달러를 수은 및 JBIC의 직접대출과 채무보증 그리고 NEXI의 보험으로 지
원되었으며, 보증 및 보험 커버에 의해 BTMU, Mizuho, SMBC 등 일본계 상업
은행이 참여하였다. JBIC은 2014년 11월 12일 차주인 DSLNG(Donggi-Senoro
LNG)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원공기업인 Pertamina와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상
사, 가스공사 등 3국의 기업이 협업하여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가스전을 상업
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는 외화수입을 거두고 한국과 일본은 LNG의 안정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JBIC은 일본의 정
책금융기관으로서 사업국(Host Country)의 에너지부문 개발과 생산된 LNG의
수출을 통한 외화수입 창출, 그리고 일본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염두에 두고 동 사업에 거액의 PF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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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가. 사업배경 및 개요

암바토비(Ambatovy) 니켈광산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북서부 소재 암바토비
지역의 니켈 광산을 개발하여 제련 플랜트를 건설하고, 니켈과 코발트를 생
산, 수출하는 자원 개발사업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포스코대우 등으로 구성
된 한국 컨소시엄과 캐나다 Sherritt, 일본 스미토모 등 3개국 스폰서가 합작
투자하여 채굴법인 회사인 Ambatovy Minerals Société Anonyme(AMSA)와 제
련플랜트 법인 Dynatec Madagascar Société Anonyme(DMSA)를 설립하고 운영
한다.
사업개발 및 금융조달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1인당 GDP가 289달러로 최빈
개발도상국이었으며, 2003년 이후 정치적 안정 회복과 새 정부의 강력한 경
제 개혁 추진에 힘입어 2006년까지 평균 6%의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었
다. 동 정부는 섬유, 관광, 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민간경제 육성을 통한 고
용 창출과 빈곤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당시 대규모 유전
및 크롬, 니켈 등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2007-2012

Madagascar Action Plan'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경제성장율 10%, 1인당 GDP
476달러, 절대빈곤층 비율을 현 85%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경제․사
회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나. 주요 사업구성 및 사업 참여자

동 사업은 1차적으로 암바토비 광산을 개발하여 채광시설을 건설하고 채굴
된 연평균 6.3백만 톤의 광석을 전처리공정(OPP, Ore Preparation Plant)을 거
쳐 폐석을 제거하고, 액체 슬러리 상태로 만들어 220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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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 최대 항구인 Toamasina 남부에 건설될 플랜트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구성상

처리공정별로

연계되는

다수의

시설이

건설되기

때문에

EPCM(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Management) 방식 계약을 캐
나다 SNC와 체결했으며, 완공시점까지 광산개발 디자인, 설비․용역 구매, 플
랜트 건설 감독 등 건설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표 31]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사업개요
구
사
가

분
업

채

광

내

용

주

Sherritt(40%), 광진공(27.5%), Sumitomo(27.5%), SNC Lavalin(5%)

량

매장량 125백만톤(채광기간 27년)

U$3,688.5백만
총 사

업

비

- 자본금 : U$1,588.5백만(43.1%)
- 차입금 : U$2,100.0백만(56.9%)

EPCM 계약자

SNC-Lavalin(캐나다, ‘SNC’)

프로젝트운영자

Sherritt(캐나다)

생산물구매자

광진공(50%), Sumitomo(50%)

자료: 수출입은행,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1)

또한 프로젝트의 운영은 주사업주의 하나이자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다른
니켈광산을 운영 중인 캐나다의 Sherritt가 담당하여 캐나다의 경우 전략적 투
자자와 EPCM, O&M 등 사업의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광진공 및 Sumitomo가 15년 동안 니켈 생산물의 각 50%(니켈 30천톤
/연)를 프로젝트 컴퍼니인 DMSA로부터 구매하여 최종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연간

의무할당량을

최종수요자에게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진공과

Sumitomo가 판매리스크 부담하며(Take-or-pay 조건), 코발트는 장기구매계약
없이 현물시장에서 판매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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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본 사업의 차입금 조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시장위험(가격 및 수요), 매장량 위험, 완공위험, 운영위험, 환경위험 등
자원 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위험요소들에 더하여 아프리
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사업국의 정치적 위험을 고려할 때 차입금비율이
57% 수준으로 발전 등 여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위험부담, 사업지원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주요 사업주의 구성이 한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캐나다 사업주인 Sherritt의 지분비율이 40%로 최대이며 동사가
O&M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EPCM 역시 캐나다의 SNC
가 담당하면서(동사는 소수 주주로 지분도 투자) 캐나다 기업이 투자, 건설,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또한 EDC의 지원
을 가능케 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32] 암바토비 니켈광산 자금소요 및 자금조달 계획
자

금

소

요 (백만 달러)
[87.4%]

설비투자

3,225.0

- 광산

자

금

자

본 금 [43.1%]

1,588.5

차

입 금 [56.9%]

2,100.0

1)

- KEXIM

- 파이프라인

달 (백만 달러)

조

2)

(30.0%)

(650.0)

(33.3%)

(700.0)

- 플랜트

- JBIC

- EPCM Service

- EIB

(14.3%)

(300.0)

- Contingency

- EDC

(14.3%)

(300.0)

- 기타

- AfDB

(7.1%)

(150.0)

계

3,688.5

건설기간 금융비용 [8.7%]

322.0

[3.9%]

141.5

운전자금 등
합

계

3,688.5

합

주) 1. PRG 보증부 상업은행 대출 195백만 달러 포함
2. PRG 보증부 상업은행 대출 210백만 달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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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업의 내재적 특징을 반영하여 KEXIM, EDC, JBIC 등 3개국 ECA
가 차입금을 제공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도 참여하였
다. 캐나다의 EDC와 AfDB, 그리고 EIB는 직접대출로 지원하였고 KEXIM과
JBIC은 대출과 채무보증을 모두 제공하였는데, 채무보증은 정치위험보증
(PRG) 형태로 이는 PRG의 담보를 받는 협조융자 참여 상업은행, 즉 B-Loan
대주들은 사업의 상업위험(Commercial Risk)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들이 위험
을 부담한다는 의미로써 시장위험과 같이 상업적 원인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의 경우에는 ECA의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2.4. 탄자니아 송전망 프로젝트 (Backbone Transmission Investment)

가. 사업배경 및 개요

본 사업은 World Bank(IDA), AfDB, EIB 등 다자간 원조기관과 JICA,
EDCF 등 양자간 원조기관들이 협조융자 방식으로 2009-2010년에 걸쳐 지원
한 대규모 송전망 확충사업이다. 탄자니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내전이나 정치적 소요사태를 겪지 않은 아프리카의 모범국가로 발전 잠재력
이 높은 국가이지만, 열악한 전력사정이 경제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탄자니아는 재정부족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송배전망 보수 및 교체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송배전망이 노후화되어 전력 손실률이 24% 수준으로
매우 높았고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도시화의 진전 및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송배전망이 확충되지 않아 전력 보급률이 14%(2008년 기준)로 매우 낮은 상
황이며, 국가기간망이 미치지 않는 농촌지역은 보급률이 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재정의 한계로 농촌지역까지 기간망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이에 따라 World Bank는 인구밀도가 높고 농업, 관광 등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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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활발하나 전력보급률이 낮은 이링가, 도도마, 신기다 및 신양가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기간망(Backbone)을 확충하고 송전망 개선을 통
해 전력 손실 및 정전을 줄이며, 안정적인 전력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AfDB, EIB 등 원조기
관들과 협력하여 동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남부지역의 발전시설과 북부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송전망(400KV) 건설 사업으로, 중부지역의 이링가(Iringa)에서 시작하여 음테
라(Mtera), 도도마(Dodoma), 싱기다(Singida)를 거쳐 북서부 지역의 신양가
(Shinyang)에 이르기까지 총 길이가 667㎞에 달한다.24)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이링가-도모마 송전망(225㎞), 도도마-신기다 송전망(217㎞), 신기다-신양가 송
전망(225㎞) 건설과 함께 이들 4개 지역의 변전소 확장, 그리고 사업관리·감
리·환경관리계획 등의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24) 본 사업은 탄자니아는 물론 인접국인 케냐, 잠비아, 말라위와의 전력망 연결(Interconnection)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의 전력 확충계획(2009)에 따르면,
2010-2015년 중에는 북부 지역을 경유하여 케냐 전력망과 연결하고, 2020-2033년 중에는
잠비아까지 연결하여 일부 전력을 수입할 계획이다.(박영호 외 2012,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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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탄자니아 송전망 프로젝트 사업실시지역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동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약 468.9백만 달러로 세계은행(IDA)은 2010년 8
월 150백만 달러의 신용한도(Credit Line) 설정을 승인하는 한편, 10백만 달러
의 기술원조 자금을 탄자니아 국영전력공사(TANESCO)에 제공하기로 결정하
였다. 이후 AfDB, 일본(JICA), 한국(EDCF)과 함께 유럽투자은행(EIB)도 금융
을 제공키로 하고 비양허성(금리 연 5.4%) 조건으로 134.5백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하였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하여 EDCF도 2010년 약 36.4백만 달러를 제공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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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업 전체 중 이링가, 도도마, 신기다, 신양가 4개 변전소 확장과 EDCF
지원 부분의 기본설계 검토 및 구매를 지원하였다.

[표 33] 탄자니아 송전망 프로젝트 사업범위 및 원조기관별 자금조달 계획
(단위: 백만 달러)
구

WB/IDA

분

이링가∼도도마
(225km)
송전망

400kV

EDCF

EIB

129.7

신기다∼신양가
(225km)

36.4

428.4

36.4

6.0
152.0

계

18.2

134.5

변전설비 증설 (이링가,
도도마, 신기다, 신양가)

합

합계

146.0

도도마∼신기다
(217km)

Technical Assistance
(컨설팅서비스 등)

AfDB & 탄자니아
정부
JICA

6.0
36.4

134.5

129.7

18.2

470.8

주: AfDB와 JICA는 각각 64.9백만 달러를 지원

일본 JICA 역시 2010년 12월 탄자니아 정부와 차관계약을 체결하고 64.9백
만 달러에 해당하는 엔차관을 지원하였는데, JICA의 지원 대상은 오도마-신
기다

구간의

약

217km

송전선으로

AfDB와

체결한

‘ACFA(Accelerated

Co-financing Facility for Africa)’라는 이니셔티브에 의거하여 AfDB와 동일한
규모를 지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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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원조기관별 지원조건

원조기관

차관 형태

금액 (백만 달러)

만기 (연 )

거치 (연 )

금리 (연 )

IDA

양허성

152.0

40

10

0.75%1)

EIB

비양허성

134.5

25

5

5.40%

AfDB

양허성

64.85

50

10

0.75%

JICA

양허성

64.85

50

10

0.01%

EDCF

양허성

36.4

40

15

0.01%

자료: JICA 및 AfDB 홈페이지
주: IDA는 이자율이 0%이며, 서비스 비용이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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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북미·일본 ODA 및 DFI 활용방안

지금까지 북미·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및 개발금융기관(DFI)들의 설립
목적, 정책 및 전략, 운영현황 그리고 사례 등을 선행 연구인 유럽 ODA 및
DFI 기관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역할, 지원제도(대출, 보증, 지분투자, 준자
본 등) 측면에서는 다양한 지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차이
점은 없다.25) 또한 중점지역/국가와 부문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특정 지역 또
는 협력대상국에 대한 역사적, 경제적, 외교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보인다. 캐나다, 미국, 일본 3개국의 ODA 및 DFI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캐나다의 ODA 정책은 전통적으로 비구속성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인
도주의 지원, 국제안보, 사회적 약자 등 전 세계적 공통 현안 해결에 우선순
위를 둔 개발협력을 추구해 왔다. 특히 캐나다 국민의 국제사회 진출과 여러
분야에서 'Global Citizenship'을 발휘함으로써 자국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난 변화는 기존 정책에 더하여 통상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익(National Interest)'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가 2013년 45년 역사의 CIDA를 대체하면서 출범한
GAC의 등장이다. GAC는 공공기관이던 과거 CIDA와는 달리 정부부처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고 개발협력, 외교, 통상을 조정하는 부처 간(Inter-ministerial)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현안에 있어 보다 집중적
이고 효과적인 정책목표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캐나다
ODA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5) 유럽 주요 개발원조기관(ODA) 및 개발금융기관(DFI)의 개도국 인프라 지원정책 분석
(해건협, 2017). ODA 기관으로는 KfW(독), AFD(프), DFID(영), DMM(네)을 DFI로는
KfW_DEG(독), Proparco(프), CDC(영), FMO(네)를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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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개발금융 자체에 대한 역사나 공식적인 제도
가 없던 캐나다가 2017년 처음으로 DFI인 FinDev를 설립하고 금년 초 운영
을 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캐나다는 여타 G7국가와 같이 자국의 대표
DFI를 보유하게 되었고, 특히 무상원조 중심의 개발원조를 자국 기업의 비즈
니스와 연계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하게 되었다. 아직은 설립초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지만, 도입목적 및 과정에 있어 나
타난 정책적 논의를 들여다보면 국가 전체적인 원조 및 수출지원 체제에 있
어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캐나다는 대외원조와 개발금융26), 그리고 공적수출신용을 연계
하여 하나의 국가적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 전환과 더불어 특히 자국
ECA인 EDC의 자회사 형태로 DFI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간 국제사회에
서 매우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 온 캐나다가 향후 어떻게 외교와 원조, 그리
고 민간부문을 연결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 미국의 ODA 정책은 기본적으로 협력대상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경제를 돕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USAID
는 미국의 민간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해당국가가 주요
미국기업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제 공급망에 통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따라서 USAID의 전략은 특정 프로젝트 중심이라기보다는 수원국에 있
어서 미국의 국익에 유리한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DFI인 OPIC은 운영 초기 미국기업의 대 개도국 직접투자에 따른 투
자보증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 USAID로부터 해당 기능을 분리·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되면서 명확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사례로 제시한 모로코 JLEC 석탄화력발전사업과 같이 공적수출신용
26) 여기서 유럽의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은 KfW, AFD 등이 제공하는 비양허성 차관을
의미하며 정부 및 공공부문을 차주(정부 보증) 조건으로 제공되는 개발대출(Development
Loan)을 의미. 반면에 본고에서 DFI가 제공하는 금융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정부보증이 아닌 사업자체의 상업성을 전제로 하는 상업조건 금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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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USEXIM과의 협조융자를 통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사업초기와 개발단계에서 USAID나 USTDA 등 대외원조 및 교역 관련 범정부
유관기관 간 다양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2013년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 이니셔티브'는
70억 달러 규모의 USAID 지원뿐만 아니라 Bechtel 등 민간기업과 투자은행
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OPIC, USEXIM, MCC, USTDA 등 6개 유관기관이
연계되어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5년 7월 미국의 상무부 장관(Penny Pritzker)과 케냐
재무부 장관(Henry Rotich)이 케냐 정부의 전략인프라개발의 중점사업에 있어
서 미국 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증진하는 내용의 MOU 체결이 있다.27) 동
MOU에서 양국은 이들 주요 전략인프라 사업에 미국기업의 참여에 따른 상
호호혜에 기초하여, (i) 전략사업의 개발 및 실행에 있어 양국 정부의 보완적
역할과 관련 정부의 공유, (ii) 미국기업에 대한 사업정보 제공, 금융제공 및
무상원조 외에 미정부기관의 보유하는 모든 자원의 제공, (iii) 케냐정부와 미
국기업 간 직접적인 상업적 계약행위(기술적, 재무적 세부사항의 발굴 및 협
의 등), (iv) OPIC의 금융지원(대출, 보증, 보험 등) 및 이에 따른 케냐정부의
면세 확약, (v) USTDA의 기술지원28)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정부의
정책은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USAID를 필두로 OPIC, USEXIM 등
다양한 금융정책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일본은 미국, 캐나다에 비해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ODA와 DFI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ODA의 경우 2016년도 지출기준
세계 4위 공여국으로서29)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51%에 달하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중저소득국이 상위 5대 수원국으로,
27) 케냐는 ‘Kenya Vision 2030’ 전략의 주요 우선순위로 인프라개발을 설정하고 통근열차,
고속도로, 신항 Lamu와 에티오피아 및 남수단을 연결하는 ‘Lamu Port, South Sudan,
Ethiopia Transport Corridor (The ‘LAPSSET Corridor’)’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
28) 사업타당성 검토 등 기술지원, 시험사업 지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미국초청 행사 및 연수,
이에 대한 케냐 정부의 면세 확약 등
29) GNI 대비 비율은 0.2%(한국은 0.14%), DAC 회원국 중 20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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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를 통한 인프라 지원 비중이 매우 높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ICA는 일본기업이 수행하는 교량, 항만, 도시교
통시스템 등 인프라 사업에 대해 일정 수준(30%)의 일본기술 및 기자재를 활
용하는 경우 구속성 성격의 조건부차관(STEP)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일
본의 선진 기술 및 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이식하는 개발협력 정책을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과 산업의 접목이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의 ODA는 최근 들어 특히 민간부문의 자금과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
여 개도국정부-일본정부-일본기업이 상생하는 민관파트너십의 확산을 통해
보다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과거 한때 일본 정책금융 개편의 일환으
로 JBIC-JICA의 통합 및 분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해외진출
촉진의 수단으로 양 기관의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인도 DMIC 사업에서 본 바와 같이 JICA과 JBIC의 전방위적인 공동지원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착해 있고, 또한 JICA의 해외투융자제도(PSIF)는 미얀
마 틸라와 경제특구 개발사업과 같이 원조기관인 JICA의 무상원조에 투융자
를 해 줌으로써 사업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이에 수반된 일본기업의 진출을
JBIC이 지원해주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례로 보인다.
DFI 기능 수행 측면에 있어 JBIC은 공식적으로 DFI임을 자처한 바는 없으
나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인프라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실
행·반영하고 있다.30)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를 목적으로 ‘고품질 인프라 파트너십(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이
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31)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간 1,100억 달러를 아시아 인프라 개발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이는 사업
환경이 양호하지 않거나 사업성이 낮은 경우 대부분 사업개발을 시작하지 않
거나 중단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업초기에 이러한 제약요인을 제거해 준다
면 민간투자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비록
30)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나 DFI를 대상으로 연구한 보고서 등에서는 JBIC을 DFI로 분류하
고 있음
31) Announcement of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 Investment for Asia's Futu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May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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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투자비용은 높더라도 사업의 전생애주기(Project Life Cycle) 차원에서 비
용절감이 가능한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역할을 JBIC과 JICA
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일본의 영향력이 큰 ADB의 참여를 끌어내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익성은 있으나 위험성
이 높은 해외인프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2016년 9월 JBIC 내에 정부재
정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계정을 설치한 바 있다.

2. 정책제언

지금까지 캐나다·미국·일본 3국 ODA 및 DFI의 정책 및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원에 있어서 이들 국가 역시 상업성이 양
호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금융지원이 가능한(Bankable) 투자사업으로
발굴함으로써 ECA, MDB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 지분투자 등의 금융
지원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
인 접근법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투자는 높은 국가위험은 물론
투자와 금융 관련 법제도의 미비, PPP 역량 및 경험 부족, 인·허가 지연, 물
류 및 관세 등 높은 거래비용 등의 제약으로 잠재적 사업성을 유망사업 기회
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와 더불어 ODA와 개발금융을 사업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지원하
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시도를 선행연구의 대상인 유럽국가에서 뿐만 아
니라 북미 및 일본의 경우에서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과 같이 공적개발원조의 실행체제가 유상
(EDCF)과 무상(KOICA)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ECA 기능으로써
공적수출신용과 해외투자금융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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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도 측면에 있어서는 유럽 및 북미일의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손색없
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기업과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경쟁국의 동향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외 금
융협력(Financial Cooperation)의 경쟁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
다. 특히 중국, 일본, 미국 등에 비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금융재원과 이를 공급하는 지원체제(Delivery Mechanism)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AIIB라는 새로운 지역
MDB를 자국에 설치하여 역내 인프라시장의 내부화 실행단계에 들어갔으며,
일본은 ‘경협인프라 전략’을 통해 고속철도 등 인프라 수출을 위한 230조 원
대 자금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의 자금공급은 선진국 ECA
대비 현저히 낮은 재정지원 비율, 고위험거래의 자체 부담 등으로 수주경쟁
력 확보에 보완할 점들이 아직 남아있다.32)
유상원조인 EDCF의 경우 아직까지도 건당 지원규모가 작고 장기·저리 차
관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다각적이고 대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개도국 및 유망 신흥국
에서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를 위해 ‘개발금융’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는 수은이 국
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되, 비구속성 조건으로 도급사업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도국 정부 및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33) 문
제는 최근 수년간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의 근본적인 원
인이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더하여 가격경쟁력마저 중국 등 후발경쟁국은 물
론 양적완화와 엔저를 내세우는 일본기업에도 열세인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기업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선진국과 같이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선진국 ECA의 경우 재정지원 비율이 80∼90% 수준이며 고위험 거래는 국가가 위험을

부

담하는 ‘National Account' 운영
33) EDCF와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하면서, ODA 규모 확
대에도 일부 기여하는 목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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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단계별 소요재원의 결합 예시

자료 : 저자 작성

이러한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제도보완을 제
안한다.
첫째, 사업개발에 필요한 무상의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이다. 2018년 국토부
가 해외 인프라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가 업무를 시작했으나, 현재 KIND에서 사업개발지원 즉 F/S 자금은
기존의 국토부에서 지원해 오던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고 기존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F/S를 실시한 프로젝트를
Deal Pipeline으로 우선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이미 수년간 실시해오던 방식이고 기업들도 F/S비용
중 일정비율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자하게 하고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
우 우량한 프로젝트의 경우 굳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
여 향후 KIND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과제일 것 같다. 또한 GIF
등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해외 인프라펀드 역시 사업초기에 금융지원이 가능
한 유망사업 발굴 역량의 미흡과 경험부족, 그리고 주주들의 투자수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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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KOICA나 EDCF의 무상재원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GIVF의 경우에도 투자자금 회수의 조건을 인해 사업의 확실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사업 초기에 이러한
확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로운 기관과 펀드를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유럽 뿐
아니라 북미, 일본과 같이 기존의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하는 메
커니즘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를 최대화하는 노력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원조재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금융협력(Financial

Cooperation)이 제공되는 국가적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독
일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가차원에서 유·무상 협력이 대개도국 금융협력과
같은 프로그램 차원이나 프로젝트 수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및 실행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ODA 기관과 ECA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G2G 협력정책 차원의 전략
사업에 대해서 EDCF-KOICA-수은‧무보로 이어지는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협업체계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개발효과
(Development Impact)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국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KOICA의 무상원조와 EDCF 유상원조를 특정 섹터별 투자가능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 및 개별사업의 사전조사(MP 및 Pre-F/S), 사업개발, VGF
등을 지원하고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된다면 수은·무보의 PF 방식 금융지원이
수반될 것이다.

결국 통해 대부분의 OECD DAC 회원국들은 수원국의 인프라 개발지원에
있어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해 유무상원조를 통합한다던지 혹은 DFI를 육성
하여 보다 수익성있는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금융기관들을 유인하
기 위해 노력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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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보 고 서
출장국가 : 캐나다, 미국
출장일정 : 2018. 6. 24 ~ 7. 4
출 장 자 : 정창구 센터장, 정종현 차장
주요내용(ODA, DFI 기관을 중심으로) :

Ⅰ. 캐나다

□ Global Affairs Canada
ㅇ 면담자 : Sue Rauth, Deputy Director / Angela Nembavlakis, Deputy
Director (Energy and Development Finance, Economic Analysis
and Coordination bureau) - conference call
- 담당자 : Sue Rauth, Deputy Director
- 연락처 : +1 416 973 5188 / sue.rauth@international.gc.ca
- website : www.tradecommissioner.gc.ca
ㅇ 면담 주요내용
- GAC는 해외에 진출하는 캐나다 회사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기존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CIDA)의 캐나다 ODA
정책/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 기능이 2013년 외교부 내로 흡수되어 그
기능이 외교부 내 International Development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음
-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며, T/A도 지원. K-EXIM과도 협업 사례 있음
- 조직구조 : 3개의 독립된 행정부서가 통합으로 운영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캐나다 외교 및 외교정책 역할 수행
·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 Trade Commissioner Service, Export

Development Canada, 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등의 조직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캐나다 무역 관련 업무 담당
· Minist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국제 개발 협력 관련 업무 및 인
도주의적 ODA 집행 및 기획 업무 담당
- 지원성과(2017년)
· U$38억 투자집행, 90개국 內 프로젝트 진행 중, 자국 SME 프로젝트
지원비율이 전체 집행금의 80% 육박, 수원국 내 13,000개 일자리 창출
- LDC(Lowest Development Country)를 지원하며, 성평등, 기후변화, 재생에
너지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
- GAC가 프로젝트를 직접 발주하지는 않지만, 국제경쟁입찰 방식이기 때
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수주한 기업의 하도급으로 참여 가능
- 미국이 소유한 캐나다 소재 기업에 대해 지원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나,
캐나다 건설사는 10% 정도만 해외에 진출하기 때문에 캐나다 건설사의
수주 비중은 아주 낮으며,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
음. 우리기업이 수주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캐나다기업에 하도급을 줘
서 할 수 있음

ㅇ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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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nadian Council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ㅇ

면담자

:

Steven

Hobbs,

Vice

President

(Strategy

and

Stakeholder

Engagement) 외 1명
- 담당자 : Steven Hobbs, Vice President
- 연락처 : +1 416 861 0500 / shobbs@pppcouncil.ca
- website : www.pppcouncil.ca
ㅇ 면담 주요내용
- CCPPP는 1993년 초당파적인 비영리 국가기관으로 설립
- 공공 및 민간 분야를 대표하는 광범위한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캐
나다와 해외의 400개 이상의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
- 모든 수준의 정부 및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하여 캐나다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공공기반시설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명하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
- 이사회는 국제모범사례의 채택을 용이하도록 이해관계자 등에게 PPP의
경제적, 사회적 이점을 교육하며, CCPPP의 혁신과 우수성 측면에서 가
장 성공적인 캐나다 PPP 프로젝트에 대해 시상(National Awards for
Innovation and Excellence)하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
- 캐나다 PPP는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76건의 프로젝트에 128십
억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연간 10~20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프로젝트 규모는 1억 달러 수준
- 지역별로는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 州에 55%가 집중되어 있으며, 온타
리오 州 외에는 몬트리올에 5~60%가 집중되어 있음. 연방정부 차원의
PPP 프로젝트는 12건(4%)에 불과
- 교통과 헬스, 에너지 분야에 87%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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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프로젝트에서 PPP의 비중은 매우 적으나, 1억 달러 이상 대형 프
로젝트의 50%는 PPP 방식으로 진행됨. 단, User-pay 방식의 PPP는 거의
하지 않음
-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식은 매우 유연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만
있으면 됨. 요구수익률은 약 8~10%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일 수 있으
나, 정해져 있기 보다는 전통조달방식에 비해 높으면 됨
- 한국기업이 참여하기 좋은 방법은 대형 철도(Rail) 프로젝트가 많은데,
주로 메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니, 이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
적
ㅇ 사진 자료

□ Infrastructure Ontario
ㅇ 면담자 : John McKendrick, Executive Vice President / Jennifer Hutcheon,
Vice President of Business Development / Peter Asselstine,
Director of Marketing / Thomas Boreskie, Project Communications
Advisor
- 담당자 : Thomas Boreskie, Project Communications Advisor
- 연락처 : +1 416 212 6447 / thomas.boreskie@infrastructureontari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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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site : www.infrastructureontario.ca
ㅇ 면담 주요내용
- 인프라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산하기관으로 Private Sector를 전담하
는 부서와 정부 발주사업에 대출을 해주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음
-

Private

Sector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AFP(Alternative

Financing

Procurement) 방식을 통해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1개 프로젝트에 530억 달러 이상을 지원

＊ AFP방식은 PPP와 유사
- AFP를 통해 지원받은 프로젝트 중 완료된 56개의 프로젝트는 95%가 정
해진 예산 안에서 완료되었고, 70%는 정해진 납기일을 맞췄음
- AFP는 BF는 50~500백만 달러, DBF는 100~500백만 달러, DBFOM은 250
백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
- RFQ단계에서 3개 회사를 선정하고 RFP 단계에서 1개 회사 선정
- 캐나다의 건축시장은 이미 많이 성숙해서 경쟁력 있는 캐나다 회사들은
파트너를 맺기보다 직접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진
입이 쉽지 않음
- 토목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 오타와 고속도로를 캐나다와 스페인회
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주했음
- 특히 하도급자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유럽회사들도 쉽지 않음. 하도급에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노조가 강해 공기연장이 빈번함. 또한 한겨울에
는 날씨로 인해 성과가 나지 않음. 마지막으로 제도가 주별로 달라 접
근하기 어려움
- Infrastructure Ontario는 ‘Ontario Infrastructure and Lands Corporation Act’
에 따라 설립된 회사(혹은 프로젝트의 주체)에 장기저리의 대출을 해주

- 121 -

고 있음
- 주정부의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전액까지도 대출 가능하며, 최장 30년
동안 2% 이하의 고정금리로 대출
- GICC나 ICC 등 향후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예정
ㅇ 사진 자료

□ FinDev Canada
ㅇ 면담자 : Yolanda Banks, Principal Advisor
- 담당자 : Yolanda Banks, Principal Advisor
- 연락처 : +1 613 598 2586 / ybanks@findevcanada.ca
- website : www.findevcanada.ca
ㅇ 면담 주요내용
- 전문성을 갖춘 캐나다 DFI기관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7년 신설되어
운영 중인 신생기관으로 현재 직원 수 8명('18년 말까지 60명으로 증원 예
정)
- 남미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 내 민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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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립되었으며, UNSDG 중 성평등, 적정하고 깨끗한 에너지, 일자
리창출과 경제성장, 산업과 혁신과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
-

Global

Affairs

Canada

內

International

Trade

부서의

산하기관인

EDC(Export Development Canada)의 100% 자회사로 EDC의 Back office를
유상으로 이용
- 최초 납입자본금(3억 달러)은 100% EDC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었으
며, 투자수익을 통해 회사를 운영해야 함
- EDC는 개발효과에 집중할 필요 없는 ECA기 때문에 캐나다 회사의 참
여를 전제로 하지만, FinDev Canada는 DFI기관이기 때문에 캐나다 회사
의 참여와는 무관. 수원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지원
- 순수 상업목적의 프로젝트라도 FinDev Canada의 중점지원 분야인 경우
지원가능. 대출, 투자, 보증 등이 모두 가능하며 타 금융기관과 복합금
융에도 참여 가능(20백만 달러까지)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IFC, OPIC, CDC 등 다른 DFI 기관이
Lending하는 프로젝트에 Co-finance 예정
- 입찰과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협약체결이 결정된 프로젝트로 의미 없음. 다만,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며, 검토 후 알려주겠다는 답변 받음
ㅇ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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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ㅇ 면담자 : Mike Monteleone, Asia Bureau 담당자
- 담당자 : Mike Monteleone, Asia Bureau 담당자
- 연락처 : +1 202 712 0761 / mmonteleone@usaid.gov
- website : www.usaid.gov
ㅇ 면담 주요내용
- USAID는 1961년 설립된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된 원조기관으로 민간구
호 및 개발지원이 주된 역할이며, 단일 기관으로써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원조 집행기관임
- 기술원조(미국 및 수원국의 민간부문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수원국에
파견하고 있으며, 미국 대학교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원국 대상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와 재정원조(전 세계 대외원조 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달러표시 채권발행, 차관 및 보증 등을 통해 수원국 및 관련
기관에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내 민간 주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을 도움)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Country Development Programs : 전 세계 50여개국의 나라에 미국
민관합동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원조 및 자문 제공
- 2017년 기준 353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금을 집행하였으나, 정권교체로
인해 향후 USAID 지원 예산 감소(YoY -32%) 전망
- USAID는 미 정부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전문
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기업의 수
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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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CA나 중국은 자국기업의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USAID는 미국회
사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음
- USAID는 미국 정부의 모든 정책을 모아서(‘Core umbrella’) OPIC, Power
Africa 등 다른 미국의 기관들과 협업을 활발히 하고 있음

＊USAID 직원이 OPIC이나 Power Africa에서 일하기도 하고, Power
Africa의 출자기관이지만, 일부 업무에서는 USAID가 Power Africa의
한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ㅇ 사진 자료

□ Power Africa
ㅇ 면담자 : John Hansen, Director / Kathleen Auth, Deputy Director
- 담당자 : Kathleen Auth, Deputy Director
- 연락처 : +1 202 712 4851 / kauth@usaid.gov
- website : www.usaid.gov/powerafrica
ㅇ 면담 주요내용
- 전력보급이 열악한 사하라 이남 지역(Sub-Saharan Africa)의 극심한 전력
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의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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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라 이남 지역은 인구의 2/3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전
력보급이 열악
- OPIC,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USAID, USTDA, U.S. Africa
Development Foundation, 美 에너지국, 美 국무부 등이 민간과 정부의
기술,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출범
- 기술적 관점에서는 전력생산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인 방법을 지원하나,
석탄화력발전은 경제적 관점에서 석탄수입 및 처리비용이 경제적이지
않아 지원이 어려움

＊ 75%는 renewable 에너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Financial Close된 96개의
프로젝트 중에서는 60%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방식 프로젝트임
-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다른 ODA 및 WB의 자금을 유치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아프리카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환영하며, 법률적인 Binding은 없지만, 정
부차원에서 전력 연결(Connection)에 필요한 자금은 지원 가능. 민간은
현지기업과 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T/A, F/A와 규제/제도(Regulatory)관련 지원도 하고 있음
- 오바마 정부에서 설립한 기구이고 트럼프 정부로 변경된 이후 예산이
감소된 것은 맞으나, 설립 당시에는 6개 국가에만 지원하다가 사하라
이남 전체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예산은 일시적인 감소일 뿐 장
기적으로는 Power Africa의 목표에 맞도록 지원될 것
- 다른 나라 파트너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6월 AfDB 연
차총회 기간 중 부산에 방문하여 기재부와 MOU를 체결함에 따라 수출
입은행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Public Database를 공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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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진 자료

❚기관별 컨택포인트

▪ [미국]

1.

밀레니엄챌린지공사(MCC) – Department of Congressional and Public Affairs
- 1099 14

th

Street NW, Suite700. Washington D.C. 20005-3500

- (+1-202-521-3600)
2.

국제개발처(USAID) – Bureau for Foreign Assistance
- Ronald Reagan Building (Washington D.C.)
- (+1-202-712-0000)

3.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 Press office
- 1100 New York Ave. NW, Washington D.C. 20527
- (+1-202-336-8460 / +1-202-312-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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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1.

Global Affairs Canada - Minist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125 Sussex Drive, Ottawa, Ontario, Canada
- (+1-613-944-4000)

2.

Findev Canada – Ontario Region
- (HQ) 150 Slat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1-800-229-0575)
- (Regional Rep.) 155 Wellington Street, West Suite 3120,

Toronto, Ontario
- (+1-613-598-3811)

▪ [일본]
1.

JICA – East and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Department
- Nibancho Center Building 5-25, Nibac-cho, Chiyoda-ku, Tokyo
- (+81-3-5226-6665)

2.

JBIC – Division 1 New Energy and Power Finance Department II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Finance Group
- 4-1 Ohtema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8144, Japan
- (+81-3-521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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