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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글라데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에 1억불 지원
- EDCF·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간 최초 협조융자 사례 -

□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방글라데시의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1억불 지원을
금일 승인하였다.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

【 사업 주요 내용 】
(공공재정 관리체계 고도화) 세수기반 확대, 조세행정 체계 개선·전산화
등을 통한 역내 재원 동원 능력 강화 및 정부지출 관리체계 개선
(소외계층 금융접근성 개선) 영세·중소·중견기업 앞 양허성 신용공여 확대
및 금융 중개기능 강화

ㅇ

해당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AIIB), 석유수출국기구 국제개발기금(OFID) 이 EDCF와 함께
총 사업비 7억불 규모로 공동 참여**하는 사업으로

* ADB(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
사회 발전 및 지역내 연결성 증진을 목표로 201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OFID(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여타 개도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1976년 OPEC 산하에 설립된 다자 개발재원 제공 기관
** EDCF 1억불, ADB 2.5억불, AIIB 2.5억불, OFID 1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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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DCF의 본 사업 참여를 통해

EDCF-AIIB

간 최초 협조

융자가 성사되었다.

□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 대한
AIIB

EDCF-

간 협조융자 활성화 및 우리 기업· 기관의 해외사업

외연이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EDCF는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 *에

따라 대규모 개발재원 수요에 대응하고,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AIIB 등 그동안 협력 사례가
없었던

MDB 와의

신규 협조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1.1.11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안건

ㅇ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친환경, 보건․의료,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 중으로 동 지역, 동 분야에 중점지원
중인

*
EDCF 를

신규 협력사업 및 투자지원에 있어 훌륭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 ‘21.1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아시아 지역 지원 비중을 확대
(60~70%)하고, 그린·디지털·보건을 중점 지원 분야로 설정한다고 발표

□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뒷받침
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 대규모 기반시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EDCF-AIIB 간
협조융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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