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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단신

COVID-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동향

한도 개별검토 )

□ “COVID-19-Health in Common” 이니셔티브
◦ (개요) 프랑스개발청(AFD) 이사회에서 승인(’20.4월)한 COVID-19
대응을 위한 원조 전략으로,

11.5억

유로 자금 지원 약속

구분

경제정책 예산지원 등을 통해 수원국의 경기 회복 유도

□ NGO 협회 재단 등 시민사회 지원
◦ COVID-19로 인해 운영위기를 겪고 있는 NGO 등 앞 3,100만
·

금액

무상(grant)
유상(loan)

□ 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
◦ 기승인 차관자금 전용, 채무상환 유예, COVID-19 대응을 위한
- 자회사인 Proparco의 경제정책 자문, 채무상환 유예 등 포함

< COVID-19-Health in Common 이니셔티브 자금 지원계획 >

1.5억 유로
10억 유로

◦ (지원국) 이니셔티브 주요 지원국은 아프리카, 도서 지역(마다
가스카르, 코모로, 아이티), 중동 등 19개 국가임

◦ (지원목적) 수원국의 COVID-19 진단 모니터링, 효율적 공공보건
·

정책 수립, 감염자 치료 등 지원

◦ (지원현황) ‘20. 5. 14 까지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에서 총 6천만 유로 규모 16개 프로젝트(무상)가 승인되었으며,
금년 여름까지 지원계획 전액 승인이 목표

- 공공 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 지원

·

유로의 자금을 공급하고, 이들 단체가 개도국의 COVID-19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 개발금융기관간 협력 강화
◦ IDFC*(국제개발금융클럽) 회원국 논의를 통해 BOAD(서부아프

리카 개발은행), CAF(중남미 개발은행) 등 역내 개발금융기관 및
다국적 개발은행들과 보건위기 대응 프로그램·프로젝트 개발 추진

* AFD는 ‘17년부터 IDFC의 의장 역할 수행

< Health in Common 이니셔티브 주요 지원사례 >
COVID-19 대응

방식, COVID-19에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을 위한 전대차관

정책수립 지원

방식 등으로 지원 예정

방역·감시체계

□ 보건기구 및 연구기관 지원
◦ 프랑스 보건의학연구소(INSERM), 파스퇴르연구소 등 연구기관
기금 앞

파리클럽 논의 결과에 따라, 수원국

신청시 2억 유로 범위 내 원리금 상환유예 (국가별 채무조정

1. 프랑스(AFD)

.

□ 수원국 채무 상환 유예
◦ G20 재무장관 회의 및

720만

·

유로 규모의 자금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COVID-19 대응 효율화 지원

구축 지원

의료시설 지원

대상국
금액
목적
대상국
금액
목적
대상국
금액
목적

베냉, 카메룬, 가나, 기니, DR콩고, 세네갈
220만 유로
정부차원의 COIVD-19 대응 정책수립 지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코모로, 세이셸
200만 유로
회원국의 COIVD-19 방역체계 강화
DR콩고
200만 유로
킨샤사市 의료보건시설 앞 자금지원

< Covid-19 긴급지원프로그램 예산배정(안) >

2. 독일(BMZ)

□ COVID-19 긴급지원프로그램
◦ (개요)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앞 기배정된 ’20년 예산
재편을 통해

11.5억

유로 규모의 COVID-19 대응 프로그램 마련

◦ (주요목적 및 내용) 취약국 앞 자금 및 구호물품 등 지원, 국제
기구를 통한 공동 대응 모색
①

COVID-19 판데믹 대응

·

취약국 보건분야 지원 확대 (WHO 연계)

·

국제 보건기구 앞 지원 확대 (PEF*, Gavi**, 글로벌펀드 등)
*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 전염병 비상지원기금
**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세계백신면역연합

②

식량 안전보장 강화 및 기아대응

·

WFP(유엔세계식량계획), UNICEF 지원

·

독일 녹색혁신센터(Green Innovation Center) 농업분야 활동강화

③
·

난민거주지 안정화 지원
UN기구 등과 함께 시리아, 북아프리카 , 사헬지대, 예멘 및

에티오피아 등 난민지구 지원
④
·

⑤
·

⑥
·

⑦
·

글로벌 공급체계 유지 지원
고용유지 비용 및 (실직자) 소득지원, 식량·의약품 구매지원 등

섬유, 관광 등 주요사업 추가지원
민간분야 협력을 통한 사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재정지원(Government Liquidity)
취약국 정부 앞 유동성 지원을 통해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제사회 협력
UN기구 앞 선제적 지원을 통해 COVID-19 글로벌 대응 강화

(백만 유로)

구분

배정금액

추가 자금 수요 *

총계

1,150

3,150

COVID-19 판데믹 대응
식량 안전보장 강화 및 기아대응
난민거주지 안정화 지원
글로벌 공급체계 노동자 보호
섬유, 관광 등 주요사업 추가지원
재정지원(Government Liquidity)
국제사회 협력

200
200
150
180
115
150
155

600
600
450
340
400
350
410

* 7개 각 분야별 COIVD-19 관련 지원을 위한 ‘20년 내 추가 자금 수요

3. 미국(USAID)

4. 아시아개발은행(ADB)

□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한 COVID-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

지원전략 및 법안 시행

◦ Emergency health funding 지원 (2.7일)
- (개요) USAID와 국무부는 취약국 앞 COVID-19 대응을 위해

1억 달러의 응급의료자금(Emergency health funding)*

지원 발표

* 기존 USAID’s Emergency Reserve Fund(ERF-USAID)내 Emergency health funding 할당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3.6일)
- (개요) COVID-19 대응을 위한 83억 달러*의 자금 지원 법안

중

USAID

앞

9.9억

달러 포함

* 보건복지부(62억 달러), USAID(9.9억 달러) 국무부(영사관 운영 및 긴급 대피 등,
2.62억 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전세계 질병 감지 및 응급 대응 노력, 3억 달러) 등
< USAID 앞 자금 지원계획 >
구분

글로벌 건강 프로그램(GHP)
COVID-19 발생으로 인한 국제 재난 지원
IDA(International Disaster Assistance)
COVID-19 발생으로 인한 경제, 안보 안정화 노력
지원을 위한 ESF(Economic Support Fund)

금액

4.35억 달러
3억 달러
2.5억 달러

◦ COVID-19 Task Force(3.9일) 및 대응 관리팀(3.16일) 가동
- (개요) USAID는 COVID-19 대응 및 인명구조 등 인도주의 활동을

◦

지원하기 위해 T/F 및 Response Management Team 가동

’CARES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3.27일)
- (개요) COVID-19 대응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USAID
앞 3.6억 달러 자금 지원 내용 포함

’ADB’s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 (개요) COVID-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간분야
지원 18억 달러를 포함하는

200억

달러 지원 예정

◦ (지원목적) 보건분야 지원을 통해 COVID-19에 영향을 받은 개도국
주민 건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적 악영향 최소화
보건
- 보건 기자재 공급 지원
- COVID-19 관련 보건 분야 긴급
대응 지원
- 개도국 정부의 응급 보건 역량
강화

금융
- 운영자금 공급을 통한 개도국 중소
기업 지원
- COVID-19에 영향을 받은 글로벌
공급체인에 자금 지원

◦ (지원사례) 응급의료용품 구매 등을 위한 소규모 무상자금, 1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그램 차관 등을 지원
구분

국가

금액

유/무상

지원내용

COVID-19 대응 일환으로 사회보장
인도네시아 15억불 유상 프로그램 확대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 앞
CARES program* 지원
340만명 고용자에 대한 임금 보전,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금 등
15억불 유상 1,800만
재정 지출 증가한 필리핀 정부 앞 CARES
공공 필리핀
program* 지원
정부 COVID-19 대응을 위한
3백만불 무상 필리핀
응급의료용품 구매 지원
감염병 방지, 취약계층 보호 등 인도
인도
15억불 유상 정부 앞 CARES program* 프로그램
지원
의약품 공급 업체에 긴급차관
민간 중국
18백만불 유상 우한시
지원
* CARES program(COVID-19 Active Response and Expenditure Support Program) :
COVID-19 관련 프로그램차관이며 예산지원 방식으로 지원중

5. 세계은행(WB)

6.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긴급 COVID-19 대응 프로그램
◦ (개요) COVID-19 확산방지를 위해 ‘20.2월 이후 15개월간 1,600억

□

·

COVID-19로 인한 빈곤문제 심화에 대응 등

◦

(지원방식)

개발기구들의 보건의료 분야 ODA 지원이 확대·다양화될 것으로
전망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예정(IDA 유·무상 지원금 500억 달러 포함)

◦ (주요목적) 개발도상국 의료 보건 시스템 및 정책 개선 지원,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주요 ODA 공여국 및 다자

□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여국들의 경기 침체로 인해 각국 ODA 예산
증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출장 등 이동 제약으로 일부
기존 또는 신규 ODA사업 지연 가능성 상존

기승인 프로젝트 예비비 사용 등으로 COVID-19에

우선 대응하고, IFC·MIGA 재원으로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
기관

지원 내용

WB

기지원 프로젝트 목적 변경, 재난예비비* 집행 등

IFC

개도국 기업 운영 및 고용유지 비용 지원, 피해산업 지원(470억불)

취약지역에 투입

자 료 : AFD, ‘AFD’s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May, 2020) (https://www.af
d.fr/en/actualites/afds-response-covid-19-crisis)
BMZ, Emergency COVID-19 Support Programme(February, 2020)(http://w
ww.bmz.de/en/zentrales_downloadarchiv/Presse/bmz_corona_paket_EN.pdf)
USAID, COVID-19 Global Response Fact Sheet (April, 2020)(https://www.
usaid.gov/crisis/coronavirusl/fy20/fs1)
ADB, COVID-19: ADB’s Response (May, 2020)(https://www.adb.org/news
/videos/adbs-response-covid-19-side-our-developing-members)
World Bank, How the World Bank Group is helping countries with COVI
D-19(February, 2020) (https://www.worldbank.org/en/news/factsheet/2020
/02/11/how-the-world-bank-group-is-helping-countries-with-covid-19-coronavirus)

- 우선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중점 대상 프로젝트

작

MIGA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 긴급의료물품 구입 지원 등(65억불)

* Use of emergency components of existing projects, catastrophe deferred
drawdown
- 한편, 수원국 요청시 WB 프로젝트의 채무 상환유예 예정

◦ (주요 지원대상)

100개국에 대한 지원 실시중으로 지원 프로

젝트의 1/3 정도는 아프가니스탄, 차드, 니제르 등 분쟁 및

·

의료장비 지원 및 의료인력 훈련을 통한 지역감염 예방

·

실시간 지역감염 방역·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응급·입원시설 확충

·

연구기관 협력 지원을 통해 백신·치료제 개발

- 또한, IFC는 개도국 내 기업들 및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89억 달러를 신속 지원중으로 15개월 간 470억 달러
지원 목표

성 : 심사역 문 채 영, mooncy@koreaexim.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