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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1차 ACSIC 참가개요

 ■ 참가목적 : 아시아 신용보완기관간 정보교환,토론 및 교류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발전

 ■ 일    정 :  2018.11.22(목)~11.28(수), 5박 7일

 ■ 장    소 : 인도 우다이푸르

 ■ 주최기관 : 인도 신용보증기금신탁

     (Credit Guarantee Fund Trust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

 ■ 개최장소 : Hotel Fateh Prakash & Shivniwas Palace

 ■ 참석기관 : 9개국 13개 기관 (신용보증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총 98명

 ■ 회의주제 : “내적성장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경주”

 ■ 참 석 자  

No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중앙회 회  장 김병근 대표단장

2 경기재단 이사장 김병기

3 경북재단 이사장 박진우

4 광주재단 이사장 박종광

5 대구재단 이사장 이찬희

6 인천재단 이사장 조현석

7 전남재단 이사장 최형천

8 전북재단 이사장 김용무

9 충북재단 이사장 이응걸

10 중앙회 과  장 박대원 수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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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세부일정

일  자 회 의 내 용

11.22(목)
인천공항 출발(KE481, 12:45), 인도 델리향발

인도 델리 간디국제공항 도착(18:20)

11.23(금)
델리공항 출발(9W837, 12:55), 인도 우다이푸르 향발

우다이푸르 도착(14:10), Check-In 및 참가자 등록

11.24(토) 개회식, 기관별 주제발표

11.25(일) 기관별 주제발표, 환송연

11.26(월) 현지문화체험

11.27(화)

우다이푸르 출발(9W838, 14:45), 인도 델리 향발

델리 공항 도착, 국내선(15:55)

델리 간디 국제공항 출발(KE482, 19:40), 인천향발

11.28(수) 인천공항 도착(05:50)

  

Ⅱ  기관별 Presentation

■ Session 1 (Day1)

발표순 기관(국가) 발표주제 및 발표자

1
인도중소기업금융신탁

(인도)

·내적성장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경주

  - 인도 신용보증제도가 당면한 과제와 도전

  - ACSIC에서 CGTMSE의 역할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CGSMSE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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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mkrindo

(인도네시아)

· 포용적 금융 성장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현황  

  - Perum Jamkrindo 소개 및 2019년 주요 사업

3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 내적성장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 내적성장의 원동력, 추진배경

  - 신 성장패러다임 제시

    “사람중심 경제”

  - 내적성장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4
중앙회

(대한민국)

· 한국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소개

  - 소상공인, 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관

  - 지역신보, 중앙회 특례보증제도 소개

  - ACSIC의 발전을 위한 중앙회의 제안

＊ 회장님발표, 한국의 신용보증제도홍보자료배포

5
기술보증기금

(대한민국)

·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내적 성장전략

  - 한국의 신용보증기관 소개

  - 내적성장을 위한 다른 관점

  - 한국의 스타트업기업의 문제점, 경험사례 공유

  - Second Venture Boom 촉진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전략

6
일본정책금융공고

(일본)

· 내적성장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강화 전략

  - 일본의 경제환경

    ① 사회적 구조의 전환점

    ② SMEs 경영환경 변화 추이 및 성장전략

  - 내적성장 위한 신용보완제도 

    ① 일본의 신용보완제도 체계

    ② SMEs 지원 대상 사업지원

    ③ 국제 지원 보증제도

7
CGC(신용보증공사)

(말레이시아)

· 내적성장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발전전략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포용전략을 중심으로)

  - 말레이시아 CGC 사업운영현황 향후 10년 사업전략

  - CGC Fintech 활용 집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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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2 (Day2)

발표순 기관(국가) 발표주제 및 발표자

8
몽골신용보증기금

(몽골)

· 몽골신용보증기금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

  - 사업현황, 주요성과, 조직 현황 및 구성

  - 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지원 수혜사업 현황 

9
네팔신용보증기금

(네팔)

· 네팔신용보증기금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

  - 대출보증지원 계획

     소상공인/농민 신용보증지원, 실업자 지원

  - 보증지원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들

  - 향후 보증지원 정책 추진 사항

10
스리랑카중앙은행

(스리랑카)

· 내적성장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발전 전략

  - 스리랑카의 내적성장 포용전략

  -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신용보증제도 현황, 목적

  - 농업부문 현대화 프로젝트

  - 스리랑카 국가신용보증기금 설립 추진, 기대효과

11
태국신용보증공사

(태국)

· 내적성장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발전 전략

  - 포트폴리오보증제도 도입전후에 따른 태국경제  

      회복추이 변화 분석

  - 소상공인 금융시장의 다변화 

  - 포트폴리오 보증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별 신용리스크 변화

  - 경제효과 분석(태국개발연구원 분석보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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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석대표단 회의 (Chief Delegate Meeting) 결과

 ■  안건 1 : 2017년 제30차 ACSIC 대표단장 회의 (CDM) 의사록 승인

  ◦ 수석대표단 전원 승인

- 제30차 ACSIC 대표단회의 주요 안건

1. 제29차 ACSIC 대표단회의 안건 채택

2. 2018년 제31차 ACSIC 대표단회의 개최 확인

3. 2019년 스리랑카 중앙은행 제32차 ACSIC 대표단회의 개최 확인

4. 2018년 필리핀 신용보증공사 제28차 ACSIC 실무자협의회 개최 확인

5. 2019년 스리랑카 수출보험공사 제29차 ACSIC 실무자협의회 개최의사 확인

 ■ 안건 2 : 2019년 제32차 ACSIC 회의 개최기관 확정 

  ◦ 스리랑카 중앙은행 개최 확정

- 원안대로 확정

 ■ 안건 3 : 2020년 제33차 ACSIC 회의 개최기관 선정

  ◦ 일본 JFC, JFG 공동개최 희망

 ■ 안건 4 : 2019년 제29차 ATP 개최기관 확정

  ◦ 스리랑카 수출보험공사 개최 확정

- 원안대로 확정

 ■ 안건 5 : 2020년 제30차 ATP 개최기관 선정 

  ◦ 2019년 차기 ACSIC 대표단회의 수석대표단회의시 재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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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 6 : ACSIC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제안이나 의견

  ◦ 설문조사 결과 기관별 주요 의견

기관 주요의견

CGTMSE

(인도)

회의개최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회의개최 이력이 

없는 기관을 우선순위 선정

JFC·JFG(일본) 2020년 ACSIC 대표단회의 공동개최 의견 피력

CGC

(말레이시아)

차기 ACSIC 회의기관 개최는 개최 경험을 갖춘 

회원기관에게 기회를 부여하는게 적합

CBSL

(스리랑카)

차기회의 개최제안이 없다면, 지난 몇 년간 개최

경력이 없는 회원기관이 제안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

 ■  안건 7 : ATP 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제안이나 의견

  ◦ 설문조사 결과 기관별 주요 의견

기관 주요의견

CGTMSE

(인도)

회의개최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회의개최 이력이 

없는 기관을 우선순위 선정

JFC (일본) 2020년에 ACSIC과 ATP를 동시 개최함은 무리

JFG (일본)
도쿄올림픽이 당해 ATP 개최예상시기와 동일 

개최하기에 참가지 숙박예약 확정하기 어려움

CGFM (몽골) KODIT(신용보증기금)이 개최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합

CBSL

(스리랑카)

차기회의 개최제안이 없다면, 지난 몇 년간 개최

이력이 없는 회원기관이 제안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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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가성과 및 향후 추진사항

 ■  참가성과

   ◦ (중앙회 ACSIC 대표단 회의 참석 후 기관장 첫 주제발표 성과)

- ‘한국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주제로 중앙회 회장 ACSIC

주제발표 실시

-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개관, 특례보증제도 소개, ACSIC의 발전을 

위한 중앙회의 재보증제도 전수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 주제발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영문 홍보물 별도 배포

- 중앙회 주제 발표중 참가기관은 재보증제도 운용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발표 후 질의사항에도 제도의 목적과 리

스크관리 운용 등 세부사항에 질의가 오갔음

   ◦ (회원기관 간 인적교류 기회 확대, 신규 보증제도 학습)

- ACSIC 참여를 통한 회원기관별 신규 보증제도, 지원정책 정보 

공유 및 인적교류 기회 강화 

- ‘내적성장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발전’ 주제를 중심으로 회원기

관별 당면한 현안과제 공유와 기관별 신규 보증제도 공유 및 토론

* 대한민국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가치 정책금융지원 강화’,

스리랑카중앙은행 ‘농업부문 현대화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Jamkrindo ‘Infrastructure Project’,

말레이시아 CGC ‘핀테크 기술 활용한 신용보증제도 개선’

- 국가별 경제변혁 및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 

회원기관의 능동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다수 제시

* 대한민국 기술보증기금 ‘Second Venture Boom’ 산학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보

유한 기술벤처기업 신규 발굴(115개) 및 보증지원

* 일본 JFC ‘아베노믹스’, 경제기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단계별 성장지원

전략 제시(Start-Up, Expansion, Revitaliz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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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숙기로 접어든 30년의 역사의 ACSIC 협의체 역할구축 마련) 

- 금번 회의는 30년간 아시아 유일의 신용보증기관 협의체로서의 

역할, 협의체 발전방안 등이 기관별 주제발표 중에 의견 피력

기관 참가의견

KODIT(대한민국)
유럽보증기관의 기조연설자를 초청, 의견청취 및 

ACSIC 회원기관간의 글로벌네트워크 확대 추진

CGC(말레이시아) ACSIC은 회원기관간의 지식,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래한 플랫폼

중앙회(대한민국) 개발도상국 회원기관에 재보증제도 전수

CGTMSE(인도) 회원기관 다자간 포럼 제안을 통해 기관간 보증정책, 제도 공유

CGFM(몽골) 회원기관간 MOU 체결을 통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확대

TCG(태국) 회원기관간 실무자협의회, 포럼 확대 등을 통한 정보 및 지식교환

 ■  향후 추진사항

   ◦ (동시통역사 지원 검토) 차기 ACSIC 회의시 한국대표단 동

시통역(영한) 지원 검토

- ACSIC 총회 진행시 실제 통역지원 운영은 영어, 일어만 지원

* ACSIC 회의시 지역신용보증협회(CGC) 참가자가 많은 일본의 경우,

JFC·JFG 공조하에동시통역사섭외하여일본대표단통역지원 (영어→일본어)

* 금번 회의 일본대표단 동시통역사 전체예산은 현지체제비, 동시통역비,

회의록 속기 등 4,000만원내외 추정

- 동시통역사 지원 시 예산상 부담(현지체제비, 항공권, 회의록

작성, 속기비용 등)과 참가재단의 예산지원 협조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동시통역 지원 추진여부는 신중히 검토

   ◦ (대표단회의 참석인원 조정) 재단과 공동참석시 회의성격을 

고려한 참석인원 조정 필요

* ACSIC 개최시 일본은 52개 신용보증협회(CGC)중 매년 30명 내외의

CGC 대표단을 파견해오고 있으며, 각 CGC중 별도 수행원이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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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ACSIC 회의와 같이 8개 재단 이사장의 참석할 경우

현재 중앙회 국제업무 전담인력(1명)으로 전 일정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존

- ACSIC 회의일정중 수석대표단회의, 기관별 주제발표가 메

인으로 구성됨을 감안, 회의성격에 맞는 참석자 인원수 조정,

재단 참가자가 5명이상일 경우 재단 수행원 별도동반 필요

<참석인원 구성 방안>

구 분 중앙회 지역재단 비 고

ACSIC
2~3명

(최고경영자 포함)
4~5명

(이사장)

중앙회 수행원 최소 
2명이상
이사장 참가가 5명 
이상시 재단수행원 동반

ATP 2명
(팀장 또는 실무자)

2~3명
(실무자)

<붙임> : 회의참석 사진

<별첨1> : 회장님 발표자료 ‘한국의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

<별첨2> : 홍보제작물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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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회의참석 사진

【ACSIC 대표단 기념사진】

【한국대표단(신보·기보·중앙회·지역재단)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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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주제발표】

【발표후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