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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KSP의 비전과 방향

지식은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제성장과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지식공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

기구는 다양한 지식공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도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식공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전문성,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공유해 왔습니다.

KSP는 국제사회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협력국과 공유함으로써, 협력국 스스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KSP는 한국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우호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지식공유

사업입니다. 공동연구와 상호학습을 통해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국이 당면한 사회·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SP는 KOICA, EDCF, 국제기구 등과의 후속 개발협력사업 연계를 촉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개선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 

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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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주요 자문주제

KSP는 국제사회의 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계획

	· 경제개발계획

농촌개발

	· 농촌개발

인적자원개발

	· 교육
	· 직업능력개발

재정

	· 재정정책
	· 공공투자/PPP

거시·금융정책

	· 통화신용정책
	· 국제금융
	· 금융안정
	· 금융제도

환경

	· 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

행정

	· 공공부문	관리
	· 전자정부
	· 국영기업

노동시장

	· 노동시장

과학기술

	· 연구개발	및	혁신
	· 정보통신기술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

산업·무역정책

	· 경제구조다변화
	· 무역과	수출진흥
	· 산업단지
	· 외국인직접투자
	· 중소기업정책
	· 기업육성

국토개발

	· 기반시설	투자
	· 지역균형발전
	· 도시개발

보건·복지

	· 보건·의료
	·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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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쿠바

아시아

국가명 사업명 성과내역

라오스

 ·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및 농림업 발전 방안 
(2016/17)

 · 투자진흥법 및 옴부즈만 제도 구축을 위한  
메커니즘 개선 방안(2017/18)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투자촉진감독위원회 설치(2016),  
옴부즈만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원스톱 서비스 센터 개소(2017)

몽골
 · [ADB]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지원 
(2012)

울란바토르市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국내기업 수주 
(ADB, 약 30만 달러, 2013-2014) 및 스마트 버스  
프로젝트 사업 국내기업 수주(몽골 정부, 약 150억 원, 
2014-2015)

베트남

 · 소방방재청 현대화를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017)

소방방재청 재난안전설비 개선사업 국내기업 수주(EDCF, 
20백만 달러, 2018) 및 사업 종료 이후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EDCF, 150억 원, 2020)

 · [ITC] 공공조달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2016/17)

공공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2차) 사업 국내기업 
수주(베트남 공공조달청, 15백만 달러, 2017-2033)

스리랑카

 · 콜롬보市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2017/18)

콜롬보市 ICT 기반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KOICA, 83억 3천만 원, 2020-2023)

 · [ADB] 교육분야 ICT 활용 지원 사업 
(2014, 2016)

중등교육분야 ICT 허브 구축 사업 연계 
(EDCF, 30.1백만 달러, 2018)

인도네시아

 · 핵심 정책분야 지원: 공공 재정,  
신용인프라, 수자원 관리(2011)

카리안댐 건설사업 연계(EDCF, 1,094억 원, 2013-2022)

 ·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2012)
바탐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EDCF, 573억 97백만 원, 
2015-2020) 및 반둥 상수도 시스템 구축 사업 연계 
(KOICA, 32.10억 원, 2012-2014)

캄보디아

 · 성장과 금융, 산업 및 무역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2010)

 · 중소기업, 산업 및 수출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2011)

 · 기술인력, 산업단지 및 농산물 가공산업 
R&D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2012)

 ·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2013)

 · '금융부문 개발전략 2011-2020'에 반영(2011)

 · '산업발전 정책 2015-2025'에 반영(2015)

 ·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지원(2015/16)
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 연계 
(KOICA, 82억 40백만 원, 2015-2020)

ASEAN
 · ASEAN 회원국의 지적재산권 인프라 
강화 방안(2018/19)

10개 ASEAN 회원국 공무원 대상 'IP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연계(KOICA, 4억 86백만 원, 2020-2022)

중남미

국가명 사업명 성과내역

니카라과

 · [IDB] 브로드밴드 기반서비스 육성 지원 
(2013)

 · 광대역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자문 
(2016/17)

브로드밴드 기반 서비스 전략계획 수립(2015) 및 
브로드밴드 구축사업 추진 
(EDCF-IDB, 50백만 달러, 2015)

도미니카공화국
 · 수출기반시설과 전력체계 개선(2009)

 · [IDB] 배전망 확충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구축 지원(2015)

 · 배전망 현대화 사업 한국전력 수주(IDB, 4,630만 달러, 
2011-2014) 및 전력 효율화 2차 사업 연계(IDB, 4천만 
달러, 2017-2018)

 · 배전망 현대화 사업 지속 연계(OPEC, 3,850만 달러, 
2016-2018/WB, 3,780만 달러, 2018-2020/EIB, 
3,466만 달러, 2020-2021)
* OPEC: 석유수출기구, EIB: 유럽투자은행

멕시코

 ·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2014)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전략 (2016)

멕시코주 4개 기술대학 내 산학협력센터(CAI) 설립 
(2016-2018)

 · [GGGI] 소노라州 바이오가스 사업화 지원 
(2019/20)

소노라주 일회용 플라스틱과 폐기물 관련 법률 승인(2021)

에콰도르
 · 산업/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4)

포장용기 품질요구사항 및 평가규정 수정을 통한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해소(8백만 달러 규모)

콜롬비아

 · 산업발전을 위한 한국의 국가품질인프라 
운영 경험 공유(2017/18)

국가시험소 정책 마련(2019) 및 국가측정표준시험소 
예산 증액(530만 달러(2018) → 680만 달러(2019))

 · [IDB] 스마트시티 수립계획 지원 
(바예두파르 및 비야비센시오)(2015)

부카라망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 
후속사업 연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18억 원, 2016)

코스타리카
 · 경제발전을 위한 중점분야 정책자문: 
과학기술 인력, 교통데이터베이스 및 
의료산업 역량강화(2016/17)

교통 통계 오픈데이터 포털 구축(2017)

쿠바  ·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량강화(2016/17)
기획재정부-쿠바 대외무역부(MINCEX)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MOU 체결(2016) 및 
태양광 발전 설비 기증(국내기업, 2018)

파라과이  ·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지원(2015)
특허행정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사업 연계

(IDB, 78만 달러, 2019-2020)

페루
 · 파나맥스급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선박제조 관련 시설 구축과 현대화를 위한 
분석 전략 수립(2019/20)

해군기지 이전 현대화 설계용역 사업 발주 예정 
(페루 정부, 300억 원, 2021- ) 및 국영조선소 확장 및 
현대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후속사업 연계 
(해양수산부, 8.7억 원, 2020-2021)

KSP 주요 성과
KSP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공유를 통해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공동컨설팅 사업은 사업명 앞머리에 국제기구명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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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케냐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세르비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및 유럽

국가명 사업명 성과내역

아제르바이잔
 · 원조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 및 기업가정신 제고(2010)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연계 
(EDCF, 252억 원, 2015-2020)

우즈베키스탄

 · 산업혁신전략(2012)
강원대-사마르칸트 농업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연구 관련 MOU 체결 및 
교육부 글로벌 교육지원사업 연계(2014)

 ·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방안 연구 
(2018/19)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을 위한 대통령령 채택(2018) 및 
국립의료복합단지 설립 차관 승인 
(EDCF, 1.2억 달러, 2021-2025)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 도입 
기본계획 수립 지원(2016/17)

한-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MOU 체결(2017) 및 
전자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승인 
(EDCF, 27백만 달러, 2016-2022)

카자흐스탄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주택보증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2016/17)

주택보증기금 설립(2016) 및 
주택보증료율 시행률 제정(2017)

루마니아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 
(2015)

 · 생산성 제고 역량강화(2016)

 · 생산성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2018/19)

루마니아 생산성연구센터 설립(2019) 및 
2020/21 KSP '루마니아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화 방안' 연계

벨라루스
 · 국가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2018/19)

2021-2025 국가 디지털 전환계획 수립(2021) 및 
스마트 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2021)

세르비아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2018/19)

한-세르비아 전자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과제 연계(행정안전부, 3.3억 원, 2020)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명 사업명 성과내역

사우디아라비아
 · 경제 우선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II)(2012)

 · 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2013)

 · 사우디아라비아 전략개발센터(CSD) 설립(2016)

 · KDI-CSD 간 지속적인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2019)

아랍에미리트  · 특허시스템 구축 지원(2014)
한국형 특허정보 시스템(한국특허정보원) 수출 
(4.5백만 달러, 2016-2017)

가봉  · 경제의 다각화(2011, 2012, 2013) 수출투자진흥청 신설 및 원스톱샵 설치(2014)

알제리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알제리개발은행의 역량 제고 방안(2009)

알제리개발은행(BAD)을 알제리개발은행-국가투자기금 
(BAD-FNI, 현 FNI)으로 확대·개편(2009)

이집트

 · 철도 전자연동시스템(EIS)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타당성조사(2013)

나가 힘디-룩소르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승인 
(EDCF-WB 협조융자, 1억 15백만 달러, 2014/WB, 
3억 37백만 달러, 2014)

 ·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계획과 예산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역할(2014, 역량강화연수)

 · 이집트 수출진흥, 중소기업 육성정책,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위한 역량강화연수 
(2015)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2018) 및 
재무부 내 성과주의예산 담당 부서 신설(2020)

 ·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정책자문 
(2016/17)

지적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 사업 연계 
(KOICA, 3백만 달러, 2019-2022)

케냐

 · 콘자 디지털미디어 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방안(2018/19)

콘자 디지털미디어시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연계 
(EDPF, 약 9.3억 원, 2020)

 · 지능형 교통 체계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지원(2017/18)

간선버스 5번 전용도로 건설 사업(EDCF, 705.24억 원, 
2020-2024) 및 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 사업 연계 
(EDCF, (1차) 61백만 달러, 2018/(2차)1억 달러, 2019)

튀니지

 · EBRD]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2015/16)

EBRD 한국정부 신탁기금 조달시스템 사업 연계 
(20만 유로, 2016-2017)

 · WB] 토지관리시스템(TLIS) 
정보화 지원 사업(2014)

토지관리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2017) 및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연계(EDCF, 690억 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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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수출입은행
(KEXIM)

경제·사회 발전 무역·투자

건설·인프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수출입은행
(KEXIM)

경제·사회 발전 무역·투자

건설·인프라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KSP ‒ это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ключающая углубле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 наращиванию потенциала, разработанных с учетом 

требований политики страны-партнера. 

KSP постоянно стремится найти новые способы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вопросов политики, 

основанных на взаимном обмене опытом. 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разработчики политики 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в стране-партнере KSP работают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 от начала и до конца с 

целью совместной разработк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актических и приклад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Двусторонняя программа KSP разделена на три ча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емами, 

заявленными страной-партнером.

КОНСАЛТИНГ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ДВУСТОРОННЯЯ ПРОГРАММА KSP

08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НА ОСНОВЕ 
ПОТРЕБНОСТЕЙ 
Темы проектов 

определяются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потребностей 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траны-

партнера

ОРИЕНТИРОВАН
НОСТЬ НА 
ПОЛИТИКУ 
Предлагаются 

конкретные 

решения, с 

которыми 

столкнулась страна-

партнер

ОРИЕНТИРОВАН
НОСТЬ НА 
УЧАСТИЕ 
Повыша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консалтинга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посредством 

расширения участия 

стран-партнеров 

ИНТЕГРИРОВАННОСТЬ 

Охватывает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программы  

наращивания потенциала

ВИД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01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1 ГОД)

02 
СЕМИНАР ПО 
НАРАЩИВАНИЮ 
ПОТЕНЦИАЛА 
(1 НЕДЕЛЯ)

03 
ОТПРАВКА 
ЭКСПЕРТОВ  
(1‒6 МЕСЯЦЕВ)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посредством разработк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решений для 

страны-партнера на основе совмест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отчет является финальным документом 

проекта.

Данный семинар предлагает наращивание потенциала 

посредством обу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и 

передачи технических знаний по практическому опы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 ля проведения углубленных, практических и 

теорет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в 

страну-партнер могут быть отправлены 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комендаций.

ТОРГОВЛЯ И 
ИНВЕСТИЦ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KDI)

Экспортно-
импорт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KEXIMBANK)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Е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АТЕГИИ И ФИНАНС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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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자문사업

사업 특성

사업 유형

KSP는 협력국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SP 정책자문사업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기초하여 협력국 개발환경에 부합하는 심층연구, 맞춤형 정책자문, 

역량강화 연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개발협력사업입니다.

KSP는 협력국과의 상호학습 및 공동연구를 통해 맞춤형 정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와 협력국 

정부 당국자 및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실용적이고 적용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정책자문사업은 협력국이 제안한 사업 주제에 기초하여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총괄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01
정책자문

현지조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최종 결과물은 정책보고서 형태로 협력국 정부에 제출됩니다.

02
역량강화연수

협력국 정책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운영 실무와 노하우를 학습하고, 

관련 정책의 기획 · 설립 · 집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03
정책자문관	파견

KSP를 통해 제안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전문가를 

협력국 정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책 중심의 지식공유사업

KSP는 협력국이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수요 기반의 개발협력사업

KSP는 협력국의 발전 단계와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정책자문 
협력분야를 선정합니다.

참여 기반의 사업 활동

KSP는 협력국에 유용한 
정책을 제안하고, 자체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국 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합니다.

포괄적인 사업 구성

KSP는 해당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책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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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학습을 통한 협력국 
정책 진단

정책역량 개발

맞춤형 정책 솔루션 제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단계

KSP는 약 1년의 사업기간 동안 다음의 사업 단계를 수행하여 협력국에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현지조사)

정책자문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협력국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양국 간 협력 방식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사전 협의를 실시합니다.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현지조사)

협력국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 전문가는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동시에, 한국의 발전경험과 정책연구의 시사점을 발표하여 현지 당국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현지세미나)

주요 정책제안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표됩니다. 정부와 민간기업 관계자, 언론 등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 
으로 연구 결과를 확산하고,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고위인사와의 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수립, 제도 도입 등 결과물의 활용 계획을 논의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합니다.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업의 첫 단계로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목표와 주제, 추진계획을 협력국 관계자와 협의합니다. 
관계부처 장·차관 등 고위인사와의 정책대화를 통해 협력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하며, 정책연구에 필요
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KSP는 공동 연구를 통해 협력국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

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한국 전문가는 협력국의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국 

관계자는 한국의 정책 경험을 학습합니다. 

상호 학습을 통해 KSP는 협력국의 정책 과제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협력국 스스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KSP는 역량강화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합니다.

KSP는 한국의 분야별 전문가, 협력국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다양한 분석과 심층연구를 통해 협력국 정책 환경에 부합

하고, 적용 가능한 대안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SP는 양국 간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는 상호 신뢰를 증진 

하고, 지속가능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기회를 창출 

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KSP 사업의 결과물은  

후속 개발협력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초청연수)

양국 전문가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자문의  
방향성을 구체화합니다. 현지 관계자는 해당분야의 정부부처, 민간기업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정책 실무를 
학습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국내)

기획재정부는 매년 사업 종료 이후 주요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합니다. 성과가 창출된 
협력국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정책자문사업의 효과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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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овместный консалтинг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уроки, полученные из опыта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роект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подоб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ится 

обсуждать обмен знаниями в более широком контексте и продолжает продвижение 

платформы обмена знаниями на глобальном уровне.

СИНЕРГИЯ

ПАРТНЕРСТВО С МО

ВЗАИМНОЕ ОБУЧЕНИЕ

Совместный консалтинг 

соединяет опыт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экспертный опыт консалтинга 

МО в дополнение к 

максимизации сравнительных 

преимуществ каждого для 

усиления эффекта синергии.

KSP может обеспечить более 

целенаправленные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решения для 

страны-партнера посредством 

включения элементов KSP в проекты 

МО в области технической помощ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значитель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усили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расширению своей помощи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и гармонизации 

с архитектур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ддержки.

Трех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МО и страной-

партнером предоставл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заимного и 

непрерывного обучения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ХАРАКТЕРИСТИКИСОВМЕСТНЫЙ КОНСАЛТИНГ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МО)

В 2011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стратегии и финанс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ступило к 

проведению совместного консалтинга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МО) для 

рационализации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обмену знаниями. 

Данная программа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уроки, извлеченные из опыта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экспертным опытом консалтинга МО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Консультанты KSP и команды МО 

осуществляют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для поддержки проектов МО в области технической 

помощи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период с 2011 по 2016 гг.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ладило партнерские отношения с 

девятью основными МО* по реализации 88 проектов в рамках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Всемирный банк (WB), Азиат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ADB), Межамерикан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IDB), Африкан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АfDB), Европейский банк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развития 

(ЕBRD), Латиноамерикан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CAF), Глоб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зеленого роста 

(GGGI),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орговый центр (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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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남미개발 

 은행(CA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국제무역센터(IT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UN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교육원

 (UN APCICT-ESCAP), 동남아프리카무역개발은행(T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무역개발은행(TDB)

3.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기획재정부는 정책자문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다자협력 방식으로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컨설팅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국제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수행 중인 국제기구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의 

전문가와 국제기구 담당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2개 국제기구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2년까지 153개의 공동컨설팅사업을 수행하였

습니다. 

사업 특성

공동컨설팅사업은 국제기구가 수행 중인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한국의 발전경험을 접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지식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선도하고, 지식공유를 통해  

공동번영을 지원하는 국제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은

한국의 경제 발전경험과 개발컨설팅 

분야에서의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합하여 개발협력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상호학습

한국, 국제기구, 협력국 간의 삼각 협력 

모델은 당사자간의 상호학습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촉진합니다.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공동컨설팅사업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국제기구가 수행 중인 기술지원사업 

(Technical Assistance, TA)에 

접목시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노력과의 

조화를 꾀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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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사업 단계

3 단계1 단계

사업 기획 사업수행 사업평가

2 단계

1. 후보사업 발굴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는 연례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한 후보사업을 선정

합니다.

4. 정책자문

KSP 컨설턴트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국제기구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합니다. 필요에 따라 

협력국 관계자와 국제기구 담당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모범 사례를 

직접 학습할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사업계획 수립

양 측은 사업 범위, 예산, 추진 

일정을 포함하는 사업계획(Action 

Plan)을 마련합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

기구, 협력국 간 협의를 통해 개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칙(TOR)을 

확정합니다. 

5. 정책제안

일련의 사업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자문 내용은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출

됩니다. 협력국 또는 해당 국제기구 

본부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3. 진단

KSP 컨설턴트는 국제기구와 공동

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기초조사를 통해 협력국의 정책 환경과 

프로젝트  여건을 진단합니다. 기초 

분석 결과는 국제기구와 협력국에 

제공되며,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6. 평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해당 국제기구는 

종료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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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ЫТ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зучение примеров из практики

Изуч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ет уникальное 

окн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лучшего понимания факторов, стимулирующих развитие. Благодаря 

быстрому, но устойчивому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осту, всего за одно поколение страна 

превратилась из получателя помощи в донора. Однако еще более впечатляющим опы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елает то, что плоды ее быстрого роста получили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KSP провела серию изучений примеров из практики на тему опыта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целью обмена своей уникальной политикой, ее реализацией и результатами, 

процессом создания институто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KSP завершила 148 изучений примеров из практики, разделенных на 8 тематических 

областей. Отчеты п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доступны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KSP (http://

www.ksp.go.kr/). 

148 ИЗУЧЕНИЙ ПРИМЕРОВ ИЗ ПРАКТИКИ,  
РАЗДЕЛЕННЫХ НА 8 ТЕМАТИЧЕСКИХ ОБЛАСТЕЙ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и ИКТ

ИНДУСТР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АГРАРНАЯ 
ПОЛИТИКА

ЧЕЛОВЕЧЕСКИЕ 
РЕСУРСЫ

ЗДРАВООХР
АНЕНИЕ и 
МЕДИЦИНА 

ЭКОЛОГИЯ

ЗЕМЛЕУСТРОЙСТВ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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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발전경험 사례연구

국제사회는 반세기 만에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발전경험에 주목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가능케 한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KSP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자문사업에 활용 

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KSP는 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독자적인 정책,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의 지원사업, 

효과적인 추진체계,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 시사점 등을 체계화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KSP는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49개의 정책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개별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보고서는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추진분야

경제정책

인적자원개발

국토개발

보건·의료

농어업

행정·ICT

산업정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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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불가리아

			비세그라드그룹	
(V4)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신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폴란드(신규)

		헝가리

중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5. KSP 추진 현황

2004년에 시작된 KSP는 2022년까지  

91개 협력국, 12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파트너십

※   KSP는 2015년부터 2개 년도에 걸쳐 실시됨. 따라서 그래프 가로축 연도 중 2015~2022년은 사업 시작 연도를 의미

(예: 2022 → 2022/23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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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SP 참여 방안

사업 신청 절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신청서 서식과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KS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KSP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수원총괄부처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원총괄부처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 목록과 신청서, 공식서한을 재외공관에 제출

합니다. ODA 수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희망하는 정부부처에서 직접 재외공관에 이를 제출

합니다.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전달됩니다. 

4. 사업 착수

사업계획을 확정한 기획재정부는 사업 총괄기관과 협력국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KSP 사업에  

착수합니다. 

2. 사업신청서 검토 및 타당성 조사

국내 전문가와 유관기관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제안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협력국의 구체적 정책 수요와 사업 추진 여건을 확인하고, 한국 발전경험의 적용가능성, 양국 간  

경제협력 가능성 등을 검토합니다. 

3. 사업 선정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24

한국어 영어

KS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44-215-7747

홈페이지: http://www.ks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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