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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키우는 데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세훈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가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센터는 2010년 12월 개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국토분야 핵심 글로벌컨설팅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센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역대 원장님과 소장님, 센터원 여러분, 원내외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해외협력
기관의 파트너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이 활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제협력은 주로
국제기구와 선진국으로부터 정책과 연구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설립 이후 국제협력은 쌍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책과 연구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며 교류하는 진정한 협력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식공유, 그리고
연구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제연합,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식공유 워크샵을 통해 1,400여명의 협력국 정책
결정자들과 우리의 국토정책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외 기관과 협력하여 협력국의 국토·
도시·인프라 여건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단순히 연구프로젝트의 수행을 넘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협력의 가치는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리고 많은 협력국 파트너들과 함께, 더 나은 정주공간과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 문건은 지난 10년간 센터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서로 담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초기에 기틀을 잡기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 해외기관과의
협력 창구를 열기 위해 노력한 분들, 해외의 여러 곳에서 컨설팅 사업에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협력과 신뢰의 가치’를 키우는 데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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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10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토발전 경험과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글로벌 사회와
공유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
니다. 그렇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유엔,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들과 개발
도상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제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발전의 일선에서 땀 흘렸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공
공주도 국제협력’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자, 국토연구원은 10년 전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이라는 글로벌 아젠다를 지향하면서 한국의 국
토발전 경험을 글로벌 사회와 공유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국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
토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고 자평합니다.

그동안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활동을 통하여 협력국들과 네트워크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글
로벌개발협력센터가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키우다(KIUDA)’는 미주개발은행 내부 여
러 연수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유엔해비타트 등 크고 작은 국제회의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KRIHS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는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차별화된 연수프로그램은 그 어느 기관보다
경쟁력 높은 해외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사업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미얀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파라과이에 연구기관
을 설립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국토계획의 경험을 공유하는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엔 오픈 지아이에스(UN Open GIS)라는 유엔본부가 설립한 다국가 기술협의체의 사무국을 글로
벌개발협력센터가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설립된지 10년만에 국제사회에서 국토연구원 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이러한 성장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센터를 이끌어 주신 역대 소장님들, 현재의 박세훈 소장님, 밤낮을 가리
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서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국토분야 국
제협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및 KDI 등 협력기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우리의 국토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구성원들은 한국의 국토발전경험과 국토연
구원에 축적된 연구를 글로벌 리더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국토연구원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
록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 10주년을 축하드리며, 향후 10년
에는 더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축사

KRIHS has been a strong partner
to the World Bank Urban Team and
has created an outstanding
knowledge hub.
Sameh Wahba
Global Director of Urban, Disaster Risk Management,
Resilience and Land Global Practice, The World Bank

On behalf of the World Bank, I would like to extend our heartiest congratulations
to the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on the 10th anniversary. We are delighted to join you
in celebrating a decade of success in building a strong network for global knowledge
exchange on urban development.

This year also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ormal collaboration between
KRIHS and the World Bank, established through a MoU focusing on the areas of
urbanization knowledge development, joint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and
staff exchanges. KRIHS has been a strong partner to the World Bank Urban Team
and has created an outstanding knowledge hub. This partnership has grown
along the three main themes—namely UrbanScapes1), MetroLab2), and Smart Cities

1) A community of practice within the World Bank focusing on city planning, urban design and leveraging public
spaces/assets in cities.
2) Global Lab on Metropolitan Strategic Planning, through a tripartite collaboration among KRIH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World Bank.

The Global Smart City Partnership Program (GSCP) aims to mainstream and
accelerate the adoption of smart city3)—through a series of knowledge-exchanges
with cities, capacity building programs, technical assistance to partner countries
via research, planning, and policy analysis on an array of urban development topics
overarching territorial development, land and housing, urban regeneration, basic
services, etc. Our city clients have repeatedly emphasized the great value that the
partnership with GDPC and KRIHS provided to them.
Our work together fostered a rich culture of knowledge and experience sharing
in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among both institutions and the partner
countries. It has enabled us to bring together officials from metropolitan areas to
intermediate and other secondary cities for peer-to-peer knowledge sharing. A
wealth of knowledge and good practices gained has better equipped the government
officials for future policy reforms and strategic investment interventions. Throughout
the decade, with the strong commitment and effort by GDPC, we have jointly
delivered numerous global and regional workshops, as well as bilateral exchanges,
with participation of over 500 government officials. Since its launch in 2013,
MetroLab has held eight in-person events in ci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Bangkok, Mumbai, New York, Paris, Rio de Janeiro, Tokyo, and Seoul.

GDPC has been instrumental in our decade-long collaboration, listening and
responding to the emerging urban development challenges and demands by the
partner cities, and leveraging the strong suit of experience of KRIHS.

Our partnership with KRIHS has evolved into a tradition within the World Bank Urban
Team, a tradition that we all cherish and will continue to embrace for years to come.

3) The

Global Smart City Partnership Program (GSCP) aims to mainstream and accelerate the adoption of smart city
approaches and solutions withi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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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발전 과정
Ⅰ. 국제협력 기반 구축

2011~2013

아태지역개발기구(EAROPH) 한국지부 설치

세계은행 도시지식플랫폼(UKP) 중점파트너 지정

2010.12

2011.06

2012.09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세계은행 도시 지식공유 아카데미 지정

자료 : 저자 작성

002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Ⅱ. 네트워크 확대 및 사업 다양화

Ⅲ. 사업 고도화 및 성과 창출

2014~2016

2017~2020

KRIHS-ADB 지속가능
도시·인프라 개발워크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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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10년의 발자취

1.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설립배경 및 전개

1) 설립배경 및 목적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는
국토연구원 국제화 추진의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0년 12월 30일 국토연구원의 국제화 추진 플
랫폼으로서 설립되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설립목적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30여 년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협력국가와 공유하고, 국제사회
와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velopment Goals, MDGs)
의 후속의제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에 중점을 두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통합목표로 채택된 SDGs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토·도시·인프라 분야의 개발협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는 다양한 국토 문제
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
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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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국토·도시·인프라 개발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 이후 범지구적 과제의 이행 및 국제사회의 보
편적 가치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10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제정하고, 2015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규모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한국 ODA 총액은 2010년 11.7억 달러에서
2019년 25.2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연평균 ODA 증가율 1위에 올
랐다.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서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토 분야
선진기술 개발 및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그 발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
적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협력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에서도 핵심
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유수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국제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선
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
인 역량을 강화해왔다.

그림 1-1 |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의 기능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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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센터는 직접적인 국제개발협력 수행 외에도, 국제협력에 대한 노하우와 네트워크 및 재원
등을 활용하여 국토연구원의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활동전개
(1)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다(2011년~2013년)

2010년 12월 30일 기획경영본부 산하 국제협력팀을 글로벌개발협력센터로 확대 편성한 것은, 국
제협력의 중요성이 꾸준히 증대되어 오던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소 초
기에는 정규직 및 위촉직 합계 6명(2011년 1월 1일 기준)의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이후 국제
협력사업 수행에 적합한 뛰어난 전문 인력들을 지속해서 충원하여 2013년에는 15명으로 약 3배 가
까이 조직이 확장되었다.
개소 초기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정립하고 구축하는
시기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연수, 개발협력 네트워킹, 정책 자문 및 연구 컨설팅, 홍보·출판 등 설
립목적에 따른 센터의 주요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지식교
류-네트워킹-국제협력사업으로 이어지는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유
수기관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국토연구원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이전부터 협력국의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수행해 오고 있었으나, 센터 개소 이후 본격적으로 국토 분야 교육연수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
어 나갔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해외 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연수는 자체연수 및
위탁연수 중심이었으며, 40일 이상의 장기연수도 실시되었다. 또한 2011년 EPC 6주 도시계획 및 개
발과정 연수를 처음으로 운영하여 자기 주도형 연구연수를 시도하였다. 기존에 수행해 오던 한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국토교통부 등의 위탁연수를 지
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 국제기구의 위탁연수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베트남 도시개발계획학회와의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연수를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세계은행(World Bank, WB)의 공식 도시 아카데미
(WB Urban Academy)로 지정되면서, 세계은행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수원국(受援國) 공무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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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하는 세계은행 공동연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처럼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자체 교육연
수와 위탁연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교육연수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제
협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 시기는 또한 우리 센터가 국내 개발협력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에도 주력하기 시작한 시기다.
2011년 국토 분야 개발협력의 연대를 위해 LH 해외사업처 및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MOU를 체
결하였고, 국내개발협력 유관기관 협의체인 ‘글로벌 개발협력 포럼’을 발족하였다. 또한,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를 통해 국내 전문가그룹과 국토 분야 개발협력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3년에는 국내 개발협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연구원 ODA 맞춤 교육을 진행하였
고, ‘글로벌 개발협력 아카데미’를 통해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에서
발주하는 사업 수주 실습과정을 운영하면서 국내 개발협력 분야의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었다.
산발적으로 실시되던 국토연구원의 국제학술교류도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지원하에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1년 WB 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UKP)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되면
서 WB와 도시개발 지식교류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고, OECD 공동세미나 등 유
수의 해외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의 학술교류도 본격화되었다. 중남미 장관급 방한단 내원, 베트남
건설부 차관 및 산하기관장 간담회,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차관 대표단 간담회 등 중점협력국
가의 국토 분야 최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행사 등을 다수 개최하여 개도국 정부 부처
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국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글로벌개
발협력센터는 국내외 기관과의 네트워킹에 집중하여 국제협력의 기반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을 뿐
만 아니라, 매년 15차례 이상의 국제협력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국토연구원의 내
부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전체적 틀이 갖춰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간 5건 안팎으로 수행하던 해외연구·컨설
팅 사업도 2011년 이후 매년 10건 이상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WB가 발주한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 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과제와 같이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국제기구 수탁연구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관이 발주하는 해외연구·컨설팅 사업에서도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KSP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의 국토건
설 및 환경 분과를 담당하여, 한국의 국토 분야 발전경험의 콘텐츠화를 주도하였고, 국토·해양 분
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등을 통해 향후 국토 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008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이 시기는 홍보·출판에서도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고유한 기능 및 체계를 구축하는 시기였다.
2011년에 우리 센터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관
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같은 해, 기존의 영문 정기간행물인 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에 더하여, 협력국 국토정책사례 및 개발 동향에 관한 비정기 간행물인 Planning & Policy
Report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한국의 분야별 개발경험을 종합하는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 지식공유 콘텐츠 개
발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동 사업의 성과물을 국-영문 병행표기 정책입문서인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시리즈로 발간하였다. 또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분기별
로 국토연구원의 소식과 성과를 전하는 GDPC Newsletter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 밖에도 글
로벌개발협력센터는 단행본 「Urbanization and urban policies in Korea」, GDPC Study Report
Series 등 다양한 형식의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2)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사업을 다양화하다(2014년~2016년)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개소 초기에 구축한 센터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다양화하고, WB, IDB 등 중점협력
기관과의 교류를 정례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주요 활동인
교육연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2014년에는 약 18건의 교육연수를 실시하여, 이전년도 평균 대비 수행
건수가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중점협력기관인 WB, IDB와의 공동워크숍도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2014년에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시범사업으로서 ‘IDB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KIUDA 운영기반을 마련한 이래로, 지금까지 KIUDA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당시의 교육연수는 2주 내외의 단기연수가 주를 이루었으나,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단
일 주제에 초점을 둔 연수에서 다국가를 대상으로 국토 분야 전 부문을 다루는 연수까지 다양한
연수과정을 도입하였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 분야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해외연구 및 컨설팅
사업에서도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2014~20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정책 자문 III」의 총괄
을 담당하였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국 고위급 정책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
한 WB, IDB에서 발주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한국의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 사
업 대상국의 환경에 적합한 개발 컨설팅은 물론, 개발협력사업 추진에 중요한 함의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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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제연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우드로윌슨센터 등 유수의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형식의 협
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확대는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의 확대로 이어졌다. 2014~2015년 우리 센터
의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건수는 50건 이상으로, 전년도 평균 대비 20여 건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이전 시기의 국제행사가 일회성 단기행사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는 비교적 지속성이 있는 사업을 중
심으로 지식교류를 확대하였다. WB, IDB 본부와의 공동워크숍은 각각 2012년, 2013년부터 시작되
었으나, 2014년부터 명칭을 ‘연례워크숍’으로 변경하여 양 기관 간 지식교류를 정례화하였다. 2016년
에는 타 본부의 국제교류 지원에 대해서도 공모 절차를 수립하였고, MOU 체결 여부 및 교류의 지
속성 등을 고려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성과 중심의 국제교류 관리를 통해 협력 활동을 내실
화하고자 하였다.
해외전문가 인적교류도 확대되었다. 그동안은 해외기관에서 방문하는 각 분야 전문가의 단기 방
문이 많았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의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
였다. 서울시립대 등 국내 대학에서 학위과정 중인 개도국 공무원 대상 인턴십, 해외대학에 재학 중
인 국토·도시정책 전공자 대상 인턴십, 단기 체류형 해외전문가를 위한 IDB Visiting Scholar 프
로그램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국토연구원 측 전문가를 각 프로그램에 연계함으로써
인적교류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2015년부터 기존 전
문가특강 외에도 Brown Bag Meeting(BBM)을 운영하여 중점협력기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유
하고 협력확대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개발협력 환경변화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센터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련 지식을 쌓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였다.
2016년에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성과평가위원회를 처음으로 운영하여, 센터 활동에 대한 계획수
립-성과지표 선정-이행 모니터링-성과 평가-차년도 목표설정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 활동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6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과 정
책연구협의회를 두 차례 개최하면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정책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
였다.

(3) 사업을 고도화하고 성과를 창출하다(2017년~2020년)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개소 이래로 축적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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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를 기반으로 조직적 안정화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적으로 확대된 국제협력이 실질
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센터의 주요 활동을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수 있었다. 특히 조직적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박사급 인력 비중이 증가하였고, 이전에 비해 조직 변동도 크게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수행했던 국제협력사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후속사업을 통한 활동의 내실화로 이어
졌다.
활동별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살펴보면,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교육연수는 매년 6~8건으로 양적 확
대 대신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2017년부터는 효과적인 교육연수를 위해 자체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국제기구 공동연수 및 위탁연수에 집중하였다. 참여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수법을
다양화하고, 참가국 및 연수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구성하였으며, 후속사업 연계방안 및 사
후 연수생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교육연수가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연수생 소속기관과의 후속사업 발굴-사업제안서 제출-사업 승인으로 연결되어 협력
국의 국토 분야 개발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연구·컨설팅 분야에서도 성과물의 활용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그 동안의 국제협력 노력
이 MOU·네트워킹-현장 조사·예비연구-개발 컨설팅-프로젝트 수립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례로,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파라과이 주택부 장관이 2016년 KIUDA
에 참여하였던 것을 기회로 동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방문 및 예비조사를 수행
할 수 있었다. 이후 공동으로 후속사업을 기획하였고, 2018년에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으
로 파라과이 주택부의 수요에 맞춘 국책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현재까지
도 실제 기관설립사업 실현에 필요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우리 센터는 2017년 기후변화 대응 KOICA 위탁 연수과정에서 베트남 관련 기관
과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베트남 재해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한국형 도시방재 적용’ 예
비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예비조사는 2018년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R&D 사
업」으로 연계되어, 베트남 2개 지방정부의 홍수대응 시스템 개발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본 센터는 단순히 센터의 주요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공고한 협력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후속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서도 각 기관의 필요와 국토연구원의 전문성을 조합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WB 공동워크숍은 WB 도쿄개발학습센터(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 TDLC)와 서울시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워크숍의 내용 및 형식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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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WB 발주 과제를 수행했으며, 해당 주제를 기반으로 교육연수, 연례워크숍,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수행과 국제협력사업의 연계 효과를 제고하였다. IDB와도 협력을 지속
하였는데, 특히 주택·도시 분야에 대한 한국형 정책 소개 및 기술협력에 중점을 둔 2개 공동연구
및 2개 수탁과제를 수행하였다. 국토연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남미국가들의 해당 분야 정책수
립에 실질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우리 센터는 2019년 5월부터는 UN 본부의 요청에 따라 UN Open GIS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UN 본부와 공동으로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 수행하고 있다. 이는 4차 산
업혁명으로도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상의 도래로부터,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국제협력의 새로운 분
야를 개척하고 시대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주요한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본 센터는 국토 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 국토·도시계획 역사와 현황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창립 60주년 기
념 영문서적’ 발간에 참여하였고, 한국의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객관적 성찰 및 종합적 이해를 바탕
으로 국제사회 담론에 부합하는 요소를 추출하여 재구성하고자 저명한 세계 학자들과 함께 학술
서적 「Exporting Urban Korea? Reconsidering the Korean Urban Development Experience
(Routledge),2021」의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발간을 재개하여 한국의 다양한 국토개발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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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핵심활동의 경과

1) 지식공유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공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사업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다양한 활
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우리 센터는 총 87건에 달하는 초청연수
를 개최하였으며, 79개국 1,355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다. 개소 초기에는 위탁연수가 큰 비중을 차
지하였으나(총 42건),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등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공
동연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총 31건).

표 1-1 | 연도별 초청연수 개최 현황
국제기구 공동연수(건)

위탁연수(건)

자체

연수

참가인원

참여국

(건)

(명)

(개)

WB

IDB

ADB

기타

KOICA

기타

연수

2011

6

65

23

-

-

-

-

1

1

4

2012

9

281

15

-

-

-

1

3

3

2

2013

12

177

26

2

-

-

4

2

2

2

2014

18

237

48

1

1

-

-

5

8

3

2015

14

179

28

5

1

-

-

2

4

2

2016

7

120

42

3

1

-

-

2

-

1

2017

8

120

32

3

1

1

-

3

-

-

2018

6

120

31

1

1

1

-

2

1

-

2019

6

162

35

2

1

1

-

1

1

-

2020

1

14

1

-

-

-

-

-

1

-

총계1)

87

1,355

79

17

6

3

5

21

21

14

연도

자료 : GDPC 내부자료 (2020)

1) 참가인원

및 참여국 총계는 중복항목을 제외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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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개소 이후 WB와 총 17건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2013년부터
국토연구원은 WB의 도시화 지식 플랫폼(Urban Knowledge Platform) 공식 협력기관으로 지정되
어, 도시개발 관련 주제로 다양한 지식공유사업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의
형태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OLC Blended Learning Workshop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는 도쿄개발학습센터(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 TDLC)와 연계하여,
연수 기간 동안 한·일 양국을 방문 체험할 수 있는 Technical Deep Dive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
였다.
IDB와의 지식공유 협력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남미 최고위급 공무원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 ‘KIUDA(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는 2014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매년 개최되었으며, 중남미 19개
국 고위급 공무원 69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국토·도시 분야 개발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본
센터는 KIUDA를 바탕으로 긴밀한 중남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의 지식공유 협력사업은 비교적 최근에 구체
화되었다. 2012년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 자문연수’, 2014년 ‘지방정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수
행되었고, 2017년 ADB-국토연구원 양자 간 MOU를 체결하며 ‘지속가능 도시개발’을 주제로 연례
초청연수를 3회 개최하였다.
국내기관 중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지식공유 협력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총 21건)을
차지하였다. 2011년 KOICA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위탁연수를 시작으로 매년 1~3건의 KOICA 위
탁 초청연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3차년
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 강화 현지연수’ 등 기후변화대응과
재난관리를 주제로 한 연수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KOICA 위탁연수에서 연수생이 도출한 액션
플랜을 기반으로 한 후속사업 발굴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공동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파라과이,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
카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자문사업도 수행하였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형태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많은 연수생을
배출하면서, 효과적인 초청연수생 관리 및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제협력 네트
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 추구하는 지식공유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양한 초
청연수가 단발적인 국제행사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연구나 정책컨설팅 사업 등 내실 있
는 후속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최근 우리 센터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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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두고 있다. WB, IDB, KOICA와의 초청연수로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2018~2019 KSP 파라과이 국토·도시 부문 발전을 위한 국
책연구기관 설립방안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연구 및 정책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최
근에는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사업」(총사업비 약 26억 원)을 수주하여 수
행하고 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이후로 개최된 모든 초청연수 프로그램 목록은 이 책자의
부록 II. 1. 교육연수사업(2011~2020)에 정리되어 있다.

2) 국제기구 협력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공동연수 프로그램 이외에도 WB, IDB, UN, ADB, OECD 등 개발협력
분야 유수의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WB, IDB와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WB와는 2010년 12월, IDB와는 2012년에 각각 MOU를 체결하였고, 양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재정지원분담금(WB: Externally Financed Output(EFO), IDB: Project
Specific Grant(PSG))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본부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기 연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 연구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회원국의 국토개발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연구사업은 우리 센터와 국제기구 간의 대표적인 협력
사업이다. WB와는 총 5건의 컨설팅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으로 2012~2014년 「글로
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 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2016년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연구」 등이 있다. 또한 2011년 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UKP) 동아시아 론칭 세미
나, 2013년 아시아지역 도시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워크숍, 2016년 지식교류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학술교류 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IDB와는 스마트시티, 주택, 공공공간 관련 총 6건의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사업을 진
행하였다. IDB TC의 대표 사례로는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2018년 「문화창조 산업
을 활용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연구」 등이 있다.
OECD와의 협력 행사로는 2011년 ‘한국의 국토 도시정책’에 대한 국제세미나, 2012년 한국 도시
정책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2013년 한국 도시정책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기념 콤팩트시티 워크숍,
2016년 국토연구원-OECD 사무국 국제회의 등이 있다. 또한, 우리 센터는 OECD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에 국토연구원 연구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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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UNESCAP, UN Open GIS Initiative, UN Habitat와 같은 UN 산하기구와의 협력사
업도 점점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앞서 언급한 대로 2019년 5월부터 UN 본부의 요
청에 따라 UN Open GIS Initiative 사무국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기 화상회의, 기술워크숍,
전략회의 등 행사 개최 및 지원업무와 웹페이지 구축·관리 및 홍보자료 제작 등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제4차 UN Open GIS Initiative 정기워크숍 개
최를 총괄하였다.
UN-Habitat와는 2011년 UN-Habitat와 한국 시민사회·공공부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세미
나, 2015년 UN-Habitat-국토연구원-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국제컨퍼런스 개최(인천 송
도) 등의 협력사업을 수행하였다. 2016년에는 20년 주기로 열리는 UN 정상회의인 Habitat III의
Side Event를 지원하여 중남미 무허가 주거지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고(에콰도르 키토), 2017
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의 두 번째 연차총회에서 국토연구원이 주최국 세미나를 총괄하였다. 이 행사에는 2,000여 명 이상
의 국내·외 인프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3) 연구컨설팅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연구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연구·교육기관
및 국제기구와 우리 연구원 간의 공동연구 수행을 지원하거나 연구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도 한다. 국
토연구원은 1982년부터 2010년까지 총 68건의 국제 공동연구 및 수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본 센터
개소 이후 201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136건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국제 공동연구 및 수탁사업 중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직접 수행한 경우는
55건이다. 이 중 수탁과제의 비중이 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약 86%에 해당한다. 이 외에
도 5건의 수시과제, 2건의 기본과제를 직접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연구에 대해서도 연구인력 및 예
산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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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 국토연구원 연도별 연구컨설팅 수
단위: 건

구분
연도

계

국제

국내발주

부문
해외

공동연구 해외연구 수탁연구
1982-

국토
지역

도시

자원

주택

환경

토지

인프라

공간
정보

글로벌

68

-

-

-

-

-

-

-

-

-

-

2011

13

-

12

1

1

-

2

3

1

2

4

2012

12

-

8

4

4

1

1

-

1

1

4

2013

16

-

10

6

3

-

-

1

7

2

3

2014

16

1

14

1

5

2

-

-

4

-

5

2015

13

-

10

3

4

1

-

1

5

2

-

2016

16

2

11

3

6

2

-

-

3

2

3

2017

12

3

8

1

3

1

-

2

3

2

1

2018

15

6

7

2

2

1

1

2

-

1

8

2019

15

0

14

1

2

2

3

-

2

1

5

2020

8

1

6

1

2

1

1

-

1

2

1

총계

204

13

100

23

32

11

8

9

27

15

34

2010

자료 : GPDC 내부자료 (2020)

국토연구원의 국제공동연구, 해외 수탁연구, 국내발주 해외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
은 국내발주 해외연구이다. 국토교통부 18건, 기획재정부 14건 등 총 21개 기관에서 발주한 100건
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공동연구는 총 13건을 수행하였으며, 그중 IDB와 3건, 우드로윌슨센터
와 2건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외 버지니아 공과대학(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영·미권으로 편중되었던 연
구협력기관을 보다 다양화하여 중국, 베트남, 벨기에 기관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로써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해외 수탁연구는 지난 10년간 WB 7건, IDB 11건, OECD 2
건 등 총 23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 수탁사업까지 연구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국내기관에서 발주한 국제연구의 경우, 국토연구원은 2011년부터 국토·도시·주택·토지·인프
라·공간정보·글로벌 전 분야에 걸쳐 21개의 국내기관이 발주한 100건의 국제 연구·컨설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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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을 수주하여 정책 자문, 모듈화 사업 및 공동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 가운데 우리 센터는 2012
KSP-IDB 중남미 2개 도시 통합관제센터(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
유사업(KSP) 정책 자문 III」, 「20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건설·인프라 정책 자문」(총괄),
「2018~2019 KSP 국토·도시부문 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방안 연구」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이후로 수행된 국토연구원 및 우리 센터의 연구수행 목록은 이 보고서의
부록 III. 국제공동연구 및 수탁사업(2011~2020)에 정리되어 있다.

4) 발간물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된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영문화하여, 국
제개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현재 총 4종
의 영문발간물(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GDPC Newsletter)을 제작하여 국토교통부, KDI 등 국내 32개 유관기관과 WB, IDB, UN
등 74개 해외 협력기관 등지에 배포하고 있다.
영문발간물 사업은 한국의 국토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국제적 위상
을 제고하고 협력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영
문화 과정을 번역(전문 번역가)-편집 및 검토(영문 에디터)-검토(저자)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정기발간물인 Space & Environment(S&E)는 계간지로서 1년에 4회 발간되며, 개소 이래로 총
43개 호(183개 연구과제)가 발간되었다. S&E 1개 호에는 총 4개의 우수 연구과제가 선정되어 요약
수록되며, 한국의 주요 정책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협력대상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특히 당해 연도에 개최가 예정된 초청연수 등 국제
행사와 발간 주제를 연계하여 연구홍보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Special Report는 해외 국제협력 관계자, 정책입안자 및 학계 종사자에게 한국의 도시 및 국토개
발에 대한 주요 현안 소개 및 정책적 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영문보고서이다. Special Report
에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된 기본·수시·일반과제 중 내부 공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를 수
록하며, 2018년부터는 각 반기별로 3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1년에 총 6개 호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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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는 지금까지 총 51개 호가 발간되었으며, 이 중 37개 호를 우리 센터에서 발간하였
다. 성과 홍보의 목적이 강한 S&E와 비교하여, 연구보고서 형식의 Special Report는 하나의 연구
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한국의 개발경험이 협력대상국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PKPP)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국토 인프라 지식
공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국토·도시개발 경험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 분
야 및 사례를 소개하는 국·영문 병행표기 입문서이다. PKPP는 국토·도시개발 분야의 ‘입문서’이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적 개발정책 도입 배경, 관련 법령, 시대별 변화과정, 주요 사례 및 이슈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국토개발정책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시사
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문과 영문을 병행하여 표기하고 있다. 2013년 발간을 시작하여 현
재까지 총 21개 부문이 발간되었으며(국토·도시 분야 13개, 공간정보 분야 8개), 2020년에는 산업단
지, 간선교통망, 민관협력, 공공임대주택 등 4개 부문이 추가로 발간되었다.
GDPC Newsletter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공유사업, 정책컨설팅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 사항과 주요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배포되고 있다. GDPC
Newsletter는 협력국 정부 및 기관, 국제기구, 국내·외 학계 전문가 및 초청연수 참가자 등에 정기
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센터 개소 초기에는 매 호 약 250부 정도가 온라인으로 발송되었으나, 꾸준
한 국제개발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인해 현재는 발송 부수가 2,115부까지 확대되었다.
GDPC Newsletter는 2010년 4월에 제1호가 발간되었고, 제9호 발간까지는 1년에 4회 발송하였
으나, 이후 센터의 정기발간물인 Space & Environment의 ‘Global Partnership News’ 섹션에
통합되었다가(S&E 58~76호) 2019년부터 다시 1년에 4회씩 분기별로 발송되고 있다. 현재 GDPC
Newsletter는 센터 활동 및 연구성과 소개, 특별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이후 간행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정보는 이 책자의 부록 IV. 국토연구원
영문발간물(2011~2020)에 정리되어 있으며, 모든 영문발간물은 국토연구원 및 우리 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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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영문발간물 발행 현황
단위: 건

연도

S&E

SR

PKPP

GDPC
NEWSLETTER

2010

4

3

-

-

2011

5

-

-

4

4

2012

6

1

-

3

1

2013

4

6

11

1

5

2014

3

-

8

- (S&E로 통합)

2

2015

4

3

-

- (S&E로 통합)

1

2016

4

7

-

- (S&E로 통합)

-

2017

4

5

-

- (S&E로 통합)

-

2018

4

6

-

- (S&E로 통합)

-

2019

4

6

2

4

-

2020

3

6

4

5

1

총계

43

37

26

14

14

기타

자료: GDPC 내부자료 (2020)

그림 1-2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발간물 예시

GDPC Newsletter

PKPP

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

자료: GDPC 내부자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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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숫자로 보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교육·지식공유워크숍

국제기구 공동연수
위탁연수(KOICA)
위탁연수(기타)
자체연수

31 건
21 건
21 건
14 건

6건

87

2011년

2011~2020(누적)

건

교육연수

65 명

79개국

1,355

명

참가인원
2011~2020(누적)

2011년

연구·컨설팅

국제 공동연구
국내발주 해외연구
해외발주 수탁연구

17 건
연구컨설팅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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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
100 건
23 건

136

건

2011~2020(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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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및 교류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석

506

20 건
2011년

MOU 체결

건

2011~2020(누적)

61

9건

건

2011~2020(누적)

2011년

15 개국 24개 대학 62개국 247개 기관
39개국 92개 기관 16 개 국제기구

24 개 기관

76개국

전문가 교류

379

개 기관

2011~2020(누적)

2011년

성과확산

26부

43부

37 부

14 부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Space &
Environment

Special Report

기타 발간물

2011~2020(누적) 발간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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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성과사례

1. 중점협력기관 성과사례

1) 세계은행(World Bank)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토연구원이 국토 분야 선도 연구기관으로서 국제
적 연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유수대학·연구소 및 국
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MOU 체결을 통해 연구인력 및 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계은행(World Bank)과는 원활한 지식공유, 역량 강화 및 인력교
류 등 지속적 협력 및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에 MOU를 체
결하였다.

(1) 교육·연수 프로그램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WB)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고위급 및 실무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국토 분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개도국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역량 제고와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2010년 개소 이후 총 19건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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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13년부터 국토연구원은 WB의 도시화 지식 플랫폼(UKP) 아카데미 공식 기관으로 지정되
어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도시화 지식 플랫폼(2013)’, ‘네팔 지방자치 역량 강화 초
청연수(2015)’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다국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개발(2016)’, ‘도시활성
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2016)’, ‘걷고 싶은 수변 문화공간 조성(2017)’, ‘국가균형발전(2018)’ 등 특
정 주제를 선정하여 공동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사한 형태의 기존 연수 프로그램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오프라
인을 연계한 Blended Learning 워크숍을 신설하여 WB와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지속가능
한 토지이용계획(2016)’과 ‘고형폐기물 관리(2019)’를 주제로 총 2회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은 사전에
온라인 강의를 이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워크숍으로써, 온라인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오프라인 강의와 현장견학을 접목시켜 단계별 학습이 가능한 워크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운영하는 Technical Deep Dive 연수 프로그램은 WB 산하 교육기관인 일본의
도쿄개발학습센터(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 TDLC)와 공동으로 한국과 일본 양 국
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대도시권 성장대응정책(2017)’, ‘도시재생(2019)’ 등을 주제로 진행
된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의 정책 및 사례 소개와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양 국가의 국토 분야
정책 수립의 특징과 방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국적의 공무원 및 정책실무자들의 참가로 참가국들의 국토 분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이
를 통해 컨설팅 및 협력 후속사업 발굴 모색이 가능하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교육연수를 통해 참가국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뿐 아니라 다양한 후속사업
도 발굴하여 수행하고 있다. 우리 센터는 2017년에 실시한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 투어’
로 ‘아프가니스탄 국토공간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WB로부터 수주하여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 공무원 및 정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개도국 맞춤형 지식공유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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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KRIHS-세계은행-서울시 도시재생 공동워크숍(Technical Deep Dive) (2019.02)

자료: GDPC 내부자료 (2019)

(2) 컨설팅 및 연구사업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WB와 함께 개도국 국토개발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연구사업을 다수 수행
해 왔으며, 그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된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 타당
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을 대표적 성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지방정부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ICT 정책을 평가, ICT 산업 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 및 정책 도구를 개발, 개발된
ICT 산업 지표 및 정책 도구를 푸네(인도)와 치타공(방글라데시)에 적용·비교분석한 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WB Open Learning Campus 이러닝 프로그램의 일환인 ‘WB/OLC e-Learning
Korean Cases on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연구를 수
행하였다. Land-based Financing, Land Market Assessment, Risk-sensitive Land Use
Planning 등 3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한국의 사례를 교재로 제작하여 한국의 도
시 및 토지 분야 지식·경험공유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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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해에 수행한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연구(Global Program on Public
Spaces: Transforming Cities through Public Space)’에서는 한국의 공공공간 공급시스템과
정책을 소개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공공공간 설치에 따른 사회·경제·환경적 영향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공공공간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WB에서 발간한 ‘The
Hidden Wealth of Cities’의 대표사례로 포함되었으며, 2020년 2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0회
World Urban Forum(세계도시 포럼)에서 공식 발간기념식을 통해 소개되었다.

그림 2-2 |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 공간 활용 연구‘ 수록

자료: Kaw, Jon Kher, Hyunji Lee, and Sameh Wahba,
eds. 2020. The Hidden Wealth of Cities: Creating,
Financing, and Managing Public Spaces. World
Bank Publications. Ch14에 수록.

아울러, 2019년 말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WB와 공동으로 ‘아
프가니스탄 국토공간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2년간 한국의 국
토종합계획 수립경험을 전수하여 아프가니스탄 국토부 정책실무자들의 국토계획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국토계획 수립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의 도시재건과 경제개발
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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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WB
와 공동개최하고 있다. ‘녹색성장: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정책세미나(2009), ‘도시화-한국과 국
제경험의 교훈’ 공동워크숍(2010), UKP 동아시아 론칭세미나(2011), 아시아지역 도시개발협력 증진
을 위한 공동워크숍(2013), 지식교환 역량 강화 워크숍(2016, 2019) 등 다양한 주제의 국제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국토연구원과 WB는 양 기관의 주요 연구성과 및 이슈를 공
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워크숍을 WB 본부(미국 워싱턴 D.C.)에서 매년 실시하
고 있다.

그림 2-3 | KRIHS-WB 연례워크숍 (2017.11)

그림 2-4 | KRIHS-WB 연례워크숍 (2019.12)

자료: GDPC 내부자료 (2017, 2019)

또한, WB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과 국토연구원의 사업 참여를 통한 후속 프로젝트
를 발굴하고, 지식공유 강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 주체와의 교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소규
모 신탁기금 사업인 외부재정 지원사업(Externally Financed Output, EFO)을 2012년부터 운영하
고 있다. 본 분담금 사업을 통해 ‘파키스탄 카라치 도시개발 전략사업(2015~2016)’, ‘방글라데시 다
카 대도시권 개발 프로젝트(2016~2017)’, ‘베트남 도시화 프로젝트(2018~2019)’ 등을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도시개발전략 수립 프로젝트(2019~2020)’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개도국 지원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컨설팅 사업수행을 위해 WB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개발 컨설팅 연구사업과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여 내실 있는 성
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도국 경제발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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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2012년 MOU를 체결한 이후
활발한 양자 간 협력 활동을 전개 중이다. IDB와의 협력 활동은 단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넘어서 중남
미국가와의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IDB는 지난 9년여간의
활발한 협력 활동으로 국토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1) 중남미 최고위급 공무원 대상 교육연수 프로그램, 키우다(KIUDA)

‘키우다(KRIHS-IDB Urban Development Program, KIUDA)’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과 국토연구원 간의 대표성과일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지식공유 활동이다. 2014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중남미 19개국 고위공무원 69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국토·도
시 분야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각국 참석자 중에는 중앙정부 부처의 장·차관을 비롯하여 국가정책연구원 원장 등 중남미국가의
고위급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안건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매회 국토교통부 장·차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국토 도시 분야 공기업
과의 네트워킹 세션을 함께 개최하며 우리 공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협력사업이 KIUDA를 통해 파생되었는데, 중남미 중앙·지방정부기관과의 MOU 체결을
비롯하여,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다. 대표적
으로 국토연구원과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특장점을 잘 반영한 ‘2018~2019 파라과이 국토·도시 부
문 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2016 KIUDA에 참여한 파라과
이 솔레다드 뉘녜즈(Soledad Nu ez) 당시 주택청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각각 2018, 2019년에
참여한 코스타리카 국립도시주택연구원 원장, 주택정주부 차관의 협력 의사에 기반하여 MOU를 체
결하고 코스타리카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3자협력을 기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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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연례워크숍 개최, 중남미 전문가 교류 및 공동연구

국토연구원과 IDB는 2013년부터 매년 연말 연례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싱턴 D.C. IDB 본부
에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양 기관 전문가들이 매년 한해의 도시·국토 이슈와 주요 연구성과를 공
유하고 토론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의 워크숍을 개최였으며, 이를 통해 각종 사업 모색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기관장 및 IDB 고위급과의 대화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연례워크숍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었으며, 연계행사로 MOU 체결 및 갱신,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사업 론칭 등을 진행하였다.

그림 2-5 | KRIHS-IDB KIUDA Program (2019.5)

그림 2-6 | KRIHS-IDB 연례워크숍 (2019.12)

자료: GDPC 내부자료 (2019)

앞서 언급한 교육연수 및 연례워크숍이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1차적 지식공유 활동이
라면, 이를 한층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인 연구 활동으로 발전시킨 형태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사업과 중남미 방문학자 프로그램(Visiting Scholar Program)이다.
TC 사업은 IDB가 중남미 대상국에 특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전문성 및 한
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적용하고자 우리 센터에 연구를 의뢰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주택, 공공공간 관련 기술협력 사업을 총 6건 수행하였으며 향후 산업단지, 이주민 정책 관련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수행한 TC 사업 중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의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여 더욱 검증된 정책제언을 시도하였으며, 후속으로 ‘중
남미 도시지역 저렴주택 공급방안 및 민간참여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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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남미 문화창조 산업을 활용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연구’를 수행하며 IDB 온라인 교육콘텐츠
자료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그림 2-7 |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자료 : 박미선,

강미나, 이재춘, 이소영, 김시연. 2017.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ntal Hous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국토연구원.

그림 2-8 | 문화창조 산업을 활용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연구

자료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19.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in Urban Revitalization
: A practice based handbook. Washington D.C.

방문학자 프로그램은 2015년 5인의 중남미 학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인의 중남미 학자가 내
한하였으며, 현장 방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중남미 도시 현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험이 주
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2018년에는 이러한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2건의 한·중남미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브라질 연방대학의 페드로 아브라모(Pedro Abramo) 교수가 참여하여
비공식 주거지를 비교·분석한 ‘Reappraisal of Urban Informality Policies in Latin America:
Lessons from South Korea’와 콜롬비아 JFP & Asociados의 후안 피니야(Juan Pinilla) 변호사
가 공동 집필한 ‘Urban Redevelopment Policies and Practices in South Korea’ 등 공동연구 보
고서가 연중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활동은 양 기관 간 재정분담금 사업(Project Specific Grant, PSG)을 기반으
로 전개되었다. 국토연구원은 2014년부터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80만 불에 달하는 재정분
담금을 지원하였다. 재정분담금 사업은 국토연구원과 IDB 간 협력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지원
을 도모하여, 앞서 언급한 KIUDA를 비롯한 대표 협력 활동이 정기적으로 추진되어 자리매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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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되었다.
그림 2-9 | 방문학자 프로그램(Visiting Scholar Program)

Pedro A. 브라질 연방대 교수 (2018.06)

Marcela R. Forastelli 코스타리카대 교수 (2020.02)

자료: GDPC 내부자료 (2018, 2020)

2020년을 기준으로 IDB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2개의 신규 TC 사업(브라질 캄피나스 학연 산업단
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콜롬비아 이주민 정착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활동
을 계획 중이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마련한 IDB와의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하여 중남미 국
토·도시 분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식공유와 컨설팅, 기술협력 등을 폭넓게 전개하고 한국의 축적
된 개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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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United Nations)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유엔 간 협력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유엔(UN) 본부에서 운영하
는 다국가 기술협의체 UN Open GIS Initiative의 사무국 운영 및 기술개발 지원, 둘째, UNESCAP을 통한
아태지역 개발협력, 셋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를 통한 도시분야 개발협력이다.

(1) UN Open GIS Initiative 사무국 운영

UN Open GIS Initiative는 UN 본부 공간정보국이 2016년 유엔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오
픈소스 공간정보기술을 공동개발 및 활용하고자 결성한 UN 기술협의체 중의 하나이다. UN Open
GIS Initiative는 UN 현장 지도 구축·공유·분석에 필요한 무료기술을 개발하여 NGO, 회원국 등
UN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와 산하기관에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한국,
일본,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국 약 40여개 협력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은
협의체 초기부터 설립과 운영 및 기술개발, 교육 부분에 기여해왔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9년
5월부터 UN 본부의 요청에 따라 협의체의 사무국 운영을 맡았으며, UN 본부와 공동으로 협의체
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관리, 수행하고 있다.
UN Open GIS Initiative는 시스템 구축, 교육, 공간분석,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4개의 분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공간인공지능 관련 1개의 분과가 추가되었다. 이 중 국토연구원은 공간분
석기술의 역할을 담당하는 3분과 의장을 역임하여 공간분석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였다. 협의체에서
개발한 개방형 시스템은 UN 본부와 현장사령부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력국
내에서 개방형 공간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측된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UN Open GIS Initiative 사무국의 월 정기 화상회의, 기술워크숍, 전략회
의, 워킹그룹별 회의, 정기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 지원업무와 웹페이지 구축·관리 및 리플릿 제작
등의 홍보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체 기술개발 성과 확산에 있어 실무적인 부분을 도맡은 것이
다. 그 예로 우리 센터는 2019년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열린 제4차 UN Open GIS 정기워크숍
개최를 총괄하여 협의체의 초기 3개년 활동을 점검하고, 차기 3개년의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
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UN Atefeh Riazi 차관보는 2019년 12월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위와 같은 지원 활동
에 감사 서신을 보내면서 미래에도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향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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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는 UN Open GIS Initiative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및 현장검증, 기술인력양성
교육, 시민·기업의 UN 참여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제 협의체에
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국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국제사회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2-10 | UN Open GIS Initiative 홈페이지

자료: UN Open GIS. http://unopengis.org/. (검색일시: 2020.11.19)

(2)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협력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과 2017년부터 다양
한 지식교류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역량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공간정보 기반 재해위험 감소 역량 강화
3개년 연수사업을 UN ESCAP ICT·재해 위험 저감국(IDD)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1, 2차년도는
중앙아시아 국가 지원에 집중하여 관련 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해 한국의 서울과 세종에서 ‘도시계
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 강화’를 주제로 운영하였다. 3차년도 사업은 UN
ESCAP이 수행하고 있던 과제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UN ESCAP 본부가 있는 태국에서 수행되
었다. 가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의 주제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아태지역 6개
국이 대상이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 중앙아시아의 가뭄 예·경보 파일럿 사업 기
획을 위한 다국가 회의에 해당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UN 회원국에 방재에 있어 공간정보기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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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한국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국토·도시
개발 및 환경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환경개발국(EDD) 담당자와 업무협의회를 통해
미래 협력 가능성도 타진하였다.
UN ESCAP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개년 동안 이어지는 ‘아시아
태평양 공간정보 네트워크 허브’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함에 따라 향후에도 국토연구원과의 지식공
유, 프로젝트 수행, 국제 행사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림 2-11 | 2018 UN ESCAP-KOICA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 연수 (2018.10~11)

자료: GDPC 내부자료 (2018)

그림 2-12 | UN ESCAP-KOICA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장연수 (2019.09)

자료: GDPC 내부자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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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 인간정주계획(UN-Habitat)과의 협력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abitat, 이하 ‘유엔 해비타트’)은 1978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인간정
주 관련 활동의 촉진 및 조정, 인간정부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기술, 재정지원 등의 활동
을 수행한다. 격년으로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을 개최하고 있으며, 20년에 한번씩 개
최하는 해비타트 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2016년 해비타트Ⅲ 대회(에콰도르 키토 개최, 2016년 10월)
를 통해 국제사회의 국토·도시정책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과 유엔 해비타트의 협력은 회의 지원, 연구참여, 아젠다 설정 기여 등 다방면에 걸쳐
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해비타트Ⅲ 진행과정에서의 협력과 그 이
후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과정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유엔 해비타트는 해비타트Ⅲ 준비를 위하여 국가보고서, 쟁점페이퍼(issue papers) 및 정책페이퍼
(policy papers), 지역별·주제별 보고서 등 매우 포괄적인 준비과정을 구축하였다. 내용적으로 국
가보고서 → 지역별·주제별 보고서/쟁점페이퍼/정책페이퍼 → 「새로운 도시의제」의 형태로 작성되었
으며, 단계마다 수차례의 정부간 협의와 사전준비모임(PrepCom)을 거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 국
토연구원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국토정책 경험을 「새로운 도시의제」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토연구원은 해비타트Ⅲ 준비과정 중 정책페이퍼(policy papers) 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였다. 정책페이퍼는 10개의 유닛으로 나뉘어져 작성되었는데, 이중 도시경제발전 분야에 주관기관으
로 참여하였으며, 박세훈 소장(당시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국가도시정책 분야에 전문가로 참여
하였다. 이러한 참여과정을 통하여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정책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도시의제」에 스마트시티, 계획적 도시관리, 균형발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었
다. 다음의 표는 해비타트Ⅲ 정책페이퍼 작성 참여기관 및 국내 전문가 명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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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해비타트 III 정책페이퍼 작성 참여기관 및 국내 전문가
단위
1. 도시에

대한 권리
혹은 모두를 위한 도시

주관기관

국내전문가 참여

• Action Aid
• 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CAF)
• Institut Africain de Gestion Urbaine (IAGU)

2. 사회-문화 도시체계

•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3. 국가도시정책
4. 도시거버넌스, 역량,
제도적 발전
5. 지방재정

및
지방회계체계
6. 도시공간전략:
토지시장과 분리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tation and Development (OECD)

박세훈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국토연)

• LSE Citi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 World Bank
• National Institute of Urban Planning (INU)

최막중

• Urban Planning Society of China (UPSC)

(서울대)

• Bartlett Development Planning Unit (DPU) - University College
7. 도시경제발전전략

London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8. 도시생태와 회복력

9. 도시서비스와 기술

10. 주택정책

강명구
(서울시립대)

• Rockefeller Foundation

김세용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고려대)

• Association of German Cities
• UITP
• Habitat for Humanity

조만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KDI)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해비타트Ⅲ 대회에서는 두 개의 이벤트를 개최하였고, 국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국가
적 활동을 지원하였다. 첫 번째 행사는 10월 17일 개최된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주최한 「도시 비공식
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경험 비교」이다. 여기서는 박미선 책임연구원이
한국의 주택상황 변화와 정책 대응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행사는 10월 18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
체(WeGO)와 함께 개최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 혁명」 세미나 이
다. 여기서 국토연구원 이상건 박사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경험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에의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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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 「도시 비공식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중남미 국가의 경험 비교」 세미나 (2016.10)

자료: GDPC 내부자료 (2016)

그림 2-14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 혁명」 세미나 (2016.10)

자료: GDPC 내부자료 (2016)

또한 유엔 해비타트는 「새로운 도시의제」 채택 이후 이의 이행을 위한 여러 형태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국토연구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엔 해비타트가
OECD, Cities Alliance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NUPP)이다. 국토연구원은 제1차 국가도시정책에 대한 국제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Urban Policy) (2015년 12월, 인천)를 인천에서 공동개최
한 바 있다. 이후 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에 네트워크 기관 자격으로 참여하여 국제세미나 개최, 국
가별 NUPP 수립 지원, 역량강화, 지식교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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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컨설팅 성과사례

1) 2018~19년도 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연구개요
연구컨설팅 제목

연구기간
연구진
발주기관

2018/19 KSP Policy Consultation: Establishment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Urban and
Housing Sector in Paraguay
2018. 11. 22 ~ 2019. 07. 18
박세훈(연구책임), 이원섭, 임상연, 박미선, 민성희, 하태훈, 유희연, 전세련, 김민지, 김은화, 유찬용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ititute, KDI)

(1) 배경 및 개요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최근 들어 급속한 도시
화를 경험하고 있다. 아순시온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는 주거부족, 난개발, 지역불균형 발
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주택청(Secretaria Nacional de la Vivienda y el Habitat, SENAVITAT)을 설립했다. 주택청은 「국
가 거주환경·주택계획」수립 및 신규 주택단지 개발, 주택개선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8
년 도시주택부(Ministerio de Urbanismo, Vivienda y Habitat, MUVH)로 승격되었다.
파라과이 도시주택부와 국토연구원은 2016년 국토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
남미 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를 통해 협
력관계를 맺게 되었다. 국토연구원은 당시 파라과이 주택청 장관이었던 솔레다드 뉴녜스(Soledad
N ez)장관을 포함한 연수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국토발전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뉴녜스 장관은
특히 한국의 국토발전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며, 파라과이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기를 희망했다. 이후 파라과이 주택청과 국토연구원은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추진했고, 파라과이 주택청의 도시·주택부문 국책연구기
관 설립에 대한 자문요청이 2018/19 KSP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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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정책연구기관의 설
립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원 설립을 통해 파라과이의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장
기적으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및 국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기
존의 단일사업 중심의 ODA에서 탈피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연구
기관 설립 후 인적교류, 공동연구, 연구역량 강화 지원 등 후속 협력사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2) 주요 성과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1) 파라과이 도시부문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2) 파라과이 주택부문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3)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 연구기관 설립 방안, 4)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 운영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과이 도시부문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에서는 파라과이 도시화 여건을 분석하고, 국토종합개
발계획, 신도시 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파라과이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파라과이 도시부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종합
계획의 수립, 국토·도시계획 집행을 위한 법·제도 체계 확립, 아순시온 대도시권 관리,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등의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파라과이 주택부문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에서는 파라과이 내 주택 수요·공급, 주택부족 양상, 현행
주택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주택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해 파라과이 주
택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주택 공급, 주거복지정책 등 우리나
라 주택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파라과이 주택부문 발전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정책제언으
로는 저렴주택 및 택지의 공급 확대,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프로그램 및 주택금융에 대한 접근성 개선,
주택정책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 설립방안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설
립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파라과이 정책연구기관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의 설립배경, 설
립 초기의 조직 및 인력, 거버넌스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션, 기능, 거버넌스, 조직 및
인력 운영을 포함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연구기관 설립안을 수립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연구기관 설립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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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명칭(안)
• Paraguay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PRIHS)
연구원의 미션
• 파라과이가 당면한 국토, 도시, 주택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분
석하고,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파라과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
연구원의 기능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
• 국토, 도시, 주택정책 및 관련 분야의 이론개발 및 조사연구
• 국토, 도시, 주택정책 및 관련 분야의 계획 수립
• 국토, 도시, 주택정책 및 관련 분야의 자료수집과 관리
• 국토, 도시, 주택정책 및 관련 분야의 인력양성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학술교류
연구원의 연구분야
• 핵심분야 : 국토정책 및 계획/도시정책 및 계획/주택정책 및 계획/지리 공간정보
• 보조분야 : 인프라 정책/토지정책/환경정책 등
연구원의 거버넌스
• 도시주택부(MUVH)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되, 도시주택부 조직과는 분리하여 독립적인 경영 보장
• 연구원 설립법 제정을 통해 연구원의 위상 제고 및 연구인력의 신분 안정성 보장
연구원의 조직, 인력 및 운영
• 5개 연구부서(국토, 도시, 주택, 지리정보, 교육훈련), 40여명의 인력(행정인력 포함)
• 우수한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임금과 인센티브 제공
• 초기 중앙정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기금설치 등 재원 다변화 도모
자료: 박세훈 외. 2019. 2018/19 KSP Policy Consultation Report Paraguay: Establishment of a Policy Research Institute in Urban
and Housing Sector in Paraguay.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 발전방안에서는 국토연구원 운영 및 발전경험을 토대로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연구기관 운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기관의 조직 및 인력발전방안을 제
시했다. 향후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 연구원의 기능적 확
대를 통한 종합연구원으로의 성장, 자문위원파견·공동연구 수행 등 국토연구원과의 장기적 협력활
동 제도화 등의 제언이 제시되었다.
연구진은 연구활동 외에도 정책실무자 연수 및 고위급정책대화를 통해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문
정책연구기관의 실질적 설립을 지원하였다. 2019년 4월에는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역량 강
화 및 국토연구원 설립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실무자 연수를 개최했다. 파라과이 연수단은 조지 루
이스 보쉬 (Jorge Luis Bosch) 도시주택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주무부처인 도시주택부 및 유관
부처인 기획청, 건설부, 외교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국토연구원은 강의를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및 국토 발전 과정과 도시·주택부문 정책경험에 대해 소개하고, 연수단과 국토연구원 및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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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한국 정책연구기관의 설립경험 및 역할, 기능 등에 대해 공유했다.
2019년 6월에는 연구기관 설립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파라과이 대통령 및 국회보고를 진행했다.
파라과이 대통령 보고는 2019년 6월 24일(월) 파라과이 대통령궁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대니
듀란드(Dany Durand)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장관 및 안민석 주 파라과이 대사와 함께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 tez) 파라과이 대통령을 면담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파
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 개발과 국토발전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제
시했다. 베니테스 대통령은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으며, 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
적 근거로 대통령령 추진을 약속했다.
2019년 6월 27일(화)에는 하원의회 보고회가 개최되었다. 파라과이 국회 사회개발·인구·주택 분
과위원장의 주도하에 개최되고 하원의원 15인 이상이 참석한 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 연구진은 연
구 진행경과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연구기관 설립 시
하원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그림 2-15 | 파라과이

대통령 보고 (2019.06)

그림 2-16 | 파라과이 하원의원 보고회 (2019.06)

자료: GDPC 내부자료 (2019)

현재 파라과이 도시주택부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 설
립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공동연구, 공동학술 세미나, 연구인력 교류, 교육 훈련 등
을 통해 파라과이 도시·주택 부문 정책연구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라
과이 도시·주택 부문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은 ODA 정책컨설팅이 실제 정책이행으로 이어진 모범사
례로 남을 것이며, 향후 한-파라과이 양국 간 지식 및 인적교류 확대와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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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연구개요
연구컨설팅 제목
연구기간

Capacity Building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to Formulate the National Spatial Strategy and National Spatial Plan (NSSP)
2019. 11. 11. ~ 2021. 11. 10
정진규(연구책임), 문정호, 민성희, 김종원, 이원섭, 이상건, 김태환, 강호제, 김은란, 강혜경,

연구진

하수정, 박종순, 윤서연, 하태훈, 정우성, 홍사흠, 김수진, 이재춘, 최명식, 박혜정, 안예현,
이원섭, 김종원, 노경미, 정유진

발주기관

세계은행(World Bank)

(1) 사업의 배경 및 개요

세계은행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후 도시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등을
포함하는 도시개발 지원 프로젝트(약 2천만 불)를 2017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에 일환으로 아프간
도시개발및토지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 Land, 이하 MUDL) 자와드 페이카(Jawad
Peikar) 장관은 세계은행을 통해 한국의 아프간 도시재건 및 개발사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첫 협력
사업으로 2017년 10월 서울과 세종에서 1주일 간 국토연-세계은행 공동 ‘아프간 고위 공무원 대상
도시재생 스터디투어’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도시 및 인프라 개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및 인프라정책 등 관련 강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아프간 차관
급 3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도시재건사업 소개 및 한국 정부 협력요청 의사를 전달하였다.
2017년 연수 이후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국토공간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추진
을 한국 정부 및 세계은행에 요청하였다. 세계은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경쟁입찰(2년, 약
230만 불)을 시행하였으며 2019년 10월 국토연구원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본 사업의 주 목적은
한국의 국토계획 수립 경험을 아프간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게 전수하여 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 역
량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다. 주 내용으로는 한국의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험 전수, 아프간 국토공간
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그리고 공무원 및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2년간 4회)
등이다.
공식적인 사업발족을 위하여 문정호 부원장을 포함한 국토연구원 연구진 4명은 2020년 2월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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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스탄 카불을 방문하였고, MUDL 청사에서 착수보고회 및 국토연-MUDL 간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페이카 장관은 “국토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6개국에 둘러싸여 있는 아프간
이 어떻게 중앙아시아-파키스탄/인도-유럽을 잇는 가교(bridge)국가로 발전해 나갈지, 또 한국이
어떻게 인적 자원을 개발해 왔는지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점에서 국토공간전략계획
(NSSP)은 아프간 발전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문정호 부원장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수요와 니즈에 근거해야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
“아프간 정부가 훌륭한 국토공간전략계획(NSSP)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특히 한국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공유해 아프간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주아프가니스탄한국대사관 이자형대사는 국토연구원의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국제기구, 우리 정부의 對아프간 지원사업에 우
리나라의 연구기관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측
에서는 MUDL 장·차관 외에 농업부, 재무부, 교통부, 광산석유부, 에너지수자원부 등 아프간 국토
개발 관련 핵심부처 고위인사 및 관련 부문의 대통령자문관들이 참석하였다.
그림 2-17 |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 및 토지부(MUDL) 장관 면담 및 MOU 체결 (2020.02)

자료: GDPC 내부자료 (2020)

(2) 아프가니스탄 기본 현황

아프가니스탄의 GDP는 2004-2012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안보 및 농업 부문 성장 부
진으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다. 자원 규모에 비해 실제 광업부문의 GDP 기여도는 낮은 반면,
교통 및 정부서비스 부문의 중요도는 높아지고 있다.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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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규모는 국내 수요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이며 열악한 관개시설 인프라, 가뭄, 토지 황폐화 등 문제
가 심각하다. 주요 6개 도시 모두 급격한 인구 성장률을 기록하여 향후 35년 내에 매년 2-3% 성장
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주 및 상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
로 판단된다. 아프간 인구의 25%는 25세 이하이며 국내 피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도시 주변의
정비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3) 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성과

2020년 8월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또한 3만 8천 여 명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사망자가 1,4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지
연되고 있다, 이에 세계은행 측에서 본 사업의 1차 연수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강
의는 녹화강의로 대체하여 연수생들에게 제공하고, 이후 토의 등 직접 소통이 필요한 세션은 실시
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간 현지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수립하는 국토공간전략계획(NSSP)을 통하여 그간의 ‘도시→
지역→국토’라는 사고방식이 국토 전체를 중심으로 자원, 산업, 인프라 등을 포괄하여 ‘국토→지역
→도시’로 전환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공간계획을 넘어 향후 아프간 경제·사회 발
전에 큰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은 양국 간 국토·도시분야 협력 확
대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신뢰구축과 인적 네트워크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이는 향후 아프간의 국토개발전략 이행 시 필연적으로 대두될 인프라 확충, 신도시 건설 및
도시정비 등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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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
연구개요
연구컨설팅 제목

연구기간
연구진
발주기관

(2017/18 KSP-IDB Joint Consulting Project) Establishment of Detailed Action Plans for Building
Smart Cities in Argentina
2017. 08. 04. ~ 2018. 05. 04
이상건(연구책임), 윤서연, 윤태관
한국수출입은행

(1) 배경 및 개요

전 세계적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교통 혼잡,
슬럼화, 도시재난 및 환경오염, 범죄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에 노출되어 그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최근 발달된 첨단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도시문
제해결 및 도시혁신을 추구하려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신도시는 물론, 기존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도시재생 차원의 미래지향적 수단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지능
형교통시스템을 필두로 IT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현재까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국가시범
도시 구축사업, K-City 해외사업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통합적 솔루션으로서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적 에코스마트시티 사업과 K-방역 분야까지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개소한 이래 한국형 스마트시티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중남미 지역 도시들이 주
요 파트너였는데, 이는 이 지역의 도시화율이 8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교통, 방범, 방재 다양
한 도시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그림 1 참
조). 최초의 국제협력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1년 지식공유사업(KSP)으로서 다자간개발은
행(MDB)과의 협력과제로 발주한 ‘중남미 3개 도시 ICT 연계 활성화’ 과제로서, 엘살바도르의 산타
아나,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그리고 브라질의 고이아니아 등 3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추진여
건을 조사·분석하는 과제였다. 이 도시들은 미주개발은행의 ESCI(Emerging Sustainable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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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ives) 프로그램의 44개 도시 중에서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선정된 도시로서, 3개 도시 모두 스
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그러나 산타 아나 시는 기본 ICT 인프라가 열악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시급했고, 몬테비데오시는 2012년 후속과제로 스마트시티 예비설계까지 제공하였으나
사업화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 반면 브라질의 고이아니아 시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사
업추진 열의가 매우 높았고, 도시통합관제센터 공간도 미리 확보해 놓는 등 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우리 연구원은 미주개발은행(IDB)요청에 의해 2014년에 시범사업의 추
진을 위한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까지 작성해 주기도 했지만, 결국 재원을 마련하지 못
해 현재 소규모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2-18 | GDPC 중남미지역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실적
엘살바도르 스마트시티 구축
기초조사

자메이카 몬테고베이市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중남미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도출 및 사업발굴 연구

지속가능한 스마트교통도시의 중남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브라질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험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REF) 설계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몬테비데오 도시 통합관제센터(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2017/18 (KSP-IDB 공동컨설팅)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자료: GDPC 내부자료 (2020)

이 후에도 2013년에는 자메이카의 휴양도시인 몬테고 베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제
시한 바 있고, 최근 2018년에는 아르헨티나의 라플라타와 멘도사 시를 대상으로 기본설계를 컨설팅
한 바 있다. 라플라타시의 경우 지난 2013년에 도시홍수로 큰 인명피해를 가져와 이에 대한 대비책
으로 주변의 베리소와 엔세나다 시와의 통합정보센터 개설을 제안했으며, 멘도사의 경우 서울의 폐
기물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세계은행과는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주로 서남아시아지역인 인도의 푸네 시와 방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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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의 치타공 시를 중심으로 ICT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컨설팅 하였고, 스마트시티 예비설계과
제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의 중규모 도시 3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 2에 나타나 있
듯이, 호수르, 이로드, 벨로르 등을 방문하여 현지 공무원 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상수도시설과 교통시설 등의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밀나두
주지사에게 직접 DPR(Detailed Project Report)을 제출하였다.

그림 2-19 | 세계은행과 함께 수행한 인도 호수르시 현지조사 및 컨설팅 (2015.06)

자료: GDPC 내부자료 (2015)

(2) 개발도상국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지난 10년 동안 GDPC를 통해 중남미, 인도 등지에서 수행한 스마트시티 관련 컨설팅 과제를 진행
하면서 많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한계점에 대해서 절
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기본이해
와 성공요건, 그리고 맞춤형 설계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전수할 수 있었으며, ICT 인프라의 형편이 좋
은 편이 아닌데도 선진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알렸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사례에 대해 소상하게 알리고 핵심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인천 송도, 안양,
세종 등의 대표적 스마트시티를 견학시킴으로서 사업 추진의지를 고취시켰다. 여전히 아쉬운 것은
이러한 컨설팅이 재원확보 문제에 부딪혀 본 사업으로까지 발전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본 컨설팅
보고서가 하나의 불씨가 되어 이들 도시가 향후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할 때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정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의 해외 진출사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전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상황과 도시문제, 그리고 시민의 문화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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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면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설계컨설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기 보다는
현지 기술적 수준을 고려한 최적시스템을 제안해야 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차질 없는 구축과 향후 확장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도 사업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제는 페이퍼로 끝나는 마스터플랜은 지양해야 한
다. 지금 이 순간에도 GDPC는 ASEAN 10개국의 26개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도시들을 위한 서비스
카탈로그를 만들고 있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책으로서 에코스마트시티
해외 진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K-Pop, K-방역에 이어 K-City로서 전 세계
의 주목을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

그림 2-20 | GDPC 수행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용역 보고서 (2011~2018)

자료: GDPC 내부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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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남미국가 임대주택 공급 정책방안 연구
연구개요
연구컨설팅 제목

연구기간
연구진
발주기관

Lesson from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ntal Hosu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6. 06. 03. ~ 2017. 05. 31
박미선, 강미나, 이소영, 이재춘, 김시연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1) 배경 및 개요

중남미 지역은 양적·질적인 주택문제가 심각한 데 반해 주택공급체계가 안정적으로 갖추어 있지
못하다. 2009년 기준 중남미 국가 전체적으로 37%가 주택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양
적 부족 문제 6%, 질적 수준 미달이 31%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양적 측
면에서는 9백만 가구, 질적 측면(과밀, 기반시설 부족, 불량자재 등)에서는 4천9백만 가구가 주택문
제에 직면하고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서도 도시화와 함께 가구의 분화와
소형화 흐름에 따라 주택문제를 겪는 가구의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양적·질
적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주거 안정에 대한 효과 등 그 유용성에 대
한 인식은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법체계, 기구, 재정,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중남미 주요국 장·차관 고위급 교육 연수(KIUDA)로 장·차관
들이 중남미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지하고 한국의 경험에 대한 전수를 희망하였
다.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 Development Bank)은 우리 원과 2012년부터 MOU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남미국가를 대상으로 연구 및 사업프로젝트를 발주 관
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IUDA를 통해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IDB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을 위한 정책제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IDB 측에서는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연구 수행을 연구원에 요청해 왔다.
본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국제기구(IDB)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중남미 5개국(브라질, 멕시
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제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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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주요 성과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 5개국의 주요 주택시장 상황과 제도적 여건,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정
도 등을 객관적 데이터 분석과 주관적 설문조사 결과를 혼합하여 각국에 적실한 정책대안을 제시
하고 있다. 우선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 5개국의 주택정책과 시
장 상황, 양적·질적 주거 문제, 법·제도 및 규제, 주택 건설용 토지공급 여건, 주택공급 및 저렴주
택 공급 상황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별 핵심 이슈를 파악하였다. 이 때,
국가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각국
의 주택 분야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에 대한 설문을 병행하였다. 법제도, 계획체계, 시장 상황, 주거
소요, 토지이용, 규제 등 분야별 중요도와 문제의 심각성 등 장단기 문제에 대한 각 국가별 내부 전
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이를 외부자의 시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제언이 아닌 국가별 상황이 반영된 실질적 정책제언이 가능하도록 구상하였다.
착수 워크숍에서는 대상 국가의 주택전문가가 참여하고,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해외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각국의 주택 정책과 주택 부족 문제 현황 공유, 한
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례의 특징과 적용 가능성, 설문조사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종 워
크숍에서는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정책 도입을 위한 현황 진단과 권고안을 공유하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개 분야(제도·정책 프레임워크, 임대주택 수요, 공급, 토지공급, 법·제도, 금
융)로 구분하여 분석 각국의 현황을 진단하고 각 분야별 5~6개 지표에 따라 정량(60%, 데이터 분
석)+정성(40%, 설문결과) 분석 값을 가중평균하여 국가별로 심각성이 높은 3개 분야를 도출하였
다. 각 국가별로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후 정책대안을 도출하였
다.
중남미 국가 공통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제도적 틀이 부재하였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임
대주택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고 주민의 소득수준이 낮고 비공식 거처 거주자가 많
고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이 없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자가
소유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한 점진적 접근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저 주거기준이나
편의시설 공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새로운 법 제도적 정비가 요청되고, 공공부문이 직접 개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개별 국가 상황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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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공가를 활용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제안하고 콜롬비아에는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도
입 가능성도 제시하였다. 브라질의 꾸리찌바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현재 방치된 도심 내 건물을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는 방식
에 대한 구체적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한국의 전세 임대 제도 도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본 사업이 종료 후 다양한 성과발표 과정이 진행되었고,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의 활
용 결과에 대한 성과 워크숍이 도미니카에서 개최되었다(2019년 6월). 콜롬비아에서는 한국의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림 2-21 | 콜롬비아 한국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자료: IDB. 2019. Korean Trust Funds.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IDB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임대주택 정책 도입 필요성과 국가별 정책 제언 이후, 도시 차원에서
의 실행 전략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후속 사업으로 도시 차원의 저렴 주택 공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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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Local Housing Solutions and Private Sector
Involvement: Korean Experience for LAC Cities (2018.8~2020.2). 브라질 상파울로, 멕시코 과
달라하라, 파나마 파나마 시티, 파라과이 아순시온이 대상 도시로 선정되었다. 각 도시별 정책 환경
분석과 주택 부족 현황, 저렴 주택 공급의 주요 이슈와 가능성을 분석하고 저렴 주택 공급 대상지
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참여가 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한국에서 시행한 다양한 사례 중
서울로 7017의 도심 연결성 증진과 주변 지역 활성화 사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 사
례, 빈집을 활용한 정책대안,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편의시설 기부채납
사례, 상습 수해 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순환재개발방식 등이 공유되었다. 상파울로
에서는 서울로 7017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고가도로의 통행을 차단하고 새로운 보행로로 재구
성하여 도심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림 2-22 | 중남미 임대주택 정책 성과발표

자료: GDPC 내부자료 (2019)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담보하는 저렴 주택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확대
될 필요성이 높다. 특히 경제적 충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질적 주택 문제가 심각한 중남미 국가에
서는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의 질적 수준 확보와 직주가 근접한 도시 지역 내 거처 마련이 가능한 장
점이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대응하고자 초기에는
중산층의 자가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비 부담과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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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중요성이 널리 인지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초기의 품질 문제, 저소득층 밀집 낙인 문
제, 지역사회 반대 님비 현상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이 지리적 거리 만큼이나 이격되어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적 경험
이 갖는 함의는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
한 전략으로 채택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 전략은 지역과 무관하게 국가의 책무이며 주거권 확
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경험이 중남미에서도 유의미하게 접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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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SP III. 카자흐스탄(유라시아) SDI 구축지원 정책연구
연구개요
연구컨설팅 제목
연구기간
연구진
발주기관

Development of Kazakhstan/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2015. 05. 27. ~ 2016. 08. 31
강혜경(연구책임), 사공호상, 김대종, 황명화, 김성은, 김하은, 이시형
기획재정부

(1) 배경 및 개요

정보화 사회가 성숙되면서 다차원 정보 중의 하나인 국가공간정보도 정보인프라로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토지, 지하시설물 등 국토공간에 분포한 자원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세수
확대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 토지소유권, 부동산 등 공간정보기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행
정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공간정보인프라를 구
축해 왔다.
2011년에는 유엔산하에 공간정보 범 국가협의체(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UN-GGIM)가 설립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카자흐스탄도 2013년부터
정부주도로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각종 건설 및 토지관련 업무를 지원하고자
2013년 대통령령(No 464)으로 「카자흐스탄정보화법」에 정부 부처가 공동 사용하는 단일 환경의 국가
공간정보구축을 명시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다.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와 문화적 친밀성
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공간정보분야 기술교
류 협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2010년)하고 양국 간의 기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13년부터 한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경험
을 카자흐스탄 정부와 공유하고자 한국의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카자흐스탄
의 공간정보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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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한-카자흐스탄 공간정보분야 개발협력
년도

내용

2010

• 한국(국토교통부)과 카자흐스탄 토지자원부간 MOU체결

2011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카자흐스탄 정보화위원회(Zerde)간 NGIS 2012 프로젝트를 위한 MOU 체결

2012

• 한국(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카자흐스탄 공간정보정책관련 타당성분석 컨설팅 실시

2013

• 국토연구원은 유라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초청연수 실시
• 국토교통부는 한국전문가 3인을 현지파견, 카자흐스탄 공간정보정책 컨설팅

20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유라시안 4개국 공간정보인프라 정책세미나 개최 및 MOU 체결(국토연구원와 카자
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공동)
• 카자흐스탄 교육부 부담으로 한국 공간정보전문가 교수초빙 및 특강초청

2015

• 카자흐스탄 국가정보기술공사 한국방문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연구단('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연구단)과 공간정보협력 MOU 체결

자료: 강혜경 외. 2016. KSP III. 카자흐스탄(유라시아) SDI 구축지원 정책연구

이 연구는 카자흐스탄(유라시아) SDI 구축지원 정책자문을 위하여 KSP프로그램으로 추진된 사
업(연구 기간: 2015.5~2016.7)이다. 이 정책자문사업은 카자흐스탄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시스템
도입전략 및 로드맵, 시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연계를 위한 ‘유라시아 통합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정책자문(정
책협의체 운영 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성과

이 연구는 카자흐스탄 내 국가공간정보관련 관련 계획·법·제도 현황,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등의 기초현황을 토대로 카자흐스탄 정책 환경에 부
합하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변화되는 모
습을 시범시스템을 개발하여 카자흐스탄 정책 담당자들에게 시연함으로써, 실무자 외에 기재부 등
타부처 정책자들 설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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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 웹기반 공간정보 편집·검수 시범시스템

자료: 카자흐스탄 정보기술공사 (2016.06)

또한,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정책 담당자를 초청
하여 한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관련 정책적·행정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 초청연수를 시
작으로 유라시아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각국 전문가와 공동연구(화
상회의, 위탁원고 등)를 통해 유라시아지역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공동비전에 대한 정책합의를 도
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5년에 유엔을 비롯한 5개국 7개 기관의 기관장 및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라시아지역 공간정보인프라구축 정책협의체(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Initiative, Eurasian SDI 이니셔티브)가 결성되었다. 몽골 토지행정청, 키르기스스탄 지적행정청,
국립지리원,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지적 및 공간정보원과 우리나라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연구원
이 Eurasian SDI 이니셔티브 발족에 참여하였다.

그림 2-24 | 유라시아 공간정보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 (2015.10)

자료: GDPC 내부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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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urasian SDI 이니셔티브 정책협의체는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추
진하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각 국가들이 추진하는 국가공간
정보정책이 단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시너지를 낳고 있다. 제 2차 정책협의체는 카자흐스
탄에서 개최(‘16년 6월)되었으며, 벨라루스, 러시아 등이 추가로 참여하였고, 3차 정책협의체 때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현재 이 정책협의체는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가공간정
보인프라 구축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WB, UNECE 등의 국제기구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림 2-25 | 벨라루스, 러시아의 추가참여 MOU 체결식 (2016.06)

자료: GDPC 내부자료 (2016)

그림 2-26 | 제3차 Eurasian SDI 정책협의체 개최 (2017.06)

자료: GDPC 내부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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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연구개요
연구컨설팅 제목
연구기간
연구진
발주기관

Vietnam Disaster Risk Prevention Aid System for Urban Flooding
2018.04.10.~2020.12.31.(3개년도)
이병재(연구책임), 이상은, 유희연, 김소윤, 이종소, 안예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KAIA)

(1) 배경 및 개요

베트남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의 피해와 영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 비전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지원할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6년 이후 베트남은 신 기후변화체제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국토·도시부문의 신산업 정책 방향은
구체적이지 않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고 있
으며 다양한 도시재해가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재해 예방형 도시
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홍수 예방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과학기
술진흥원 R&D로 수행한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 개발’ 과제 성과물로 ‘(폭우
재해) 도시 계획 지원 시스템 및 도시 계획 정보 제공 방법’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 또한, 국토연구
원 자체 연구예산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도시 침수 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
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 과제를 통해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부산, 제
주 등 지자체 시범사업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도시홍수를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및 도시방재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여 국토연구원에서
는 베트남 도시방재 수요에 부흥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2012년 국토연구원
과 베트남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학회(VUPDA) 간의 MOU가 체결된 이후로 도시방재 관련한 연
구 결과 공유 및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7년 7월에는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GDPC)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KOICA 기후변화 대응 연수’에 관련 분야 베트남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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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교수(하노이 건축대, 호치민 건축대) 등이 참가하였다. 이후 2017년 12월부터 국토연구원 글로벌
개발협력역량강화 예산 지원하에 KOICA 기후변화 대응 연수에 참가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실질적 도
시홍수 예방대책 지원기술 개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2년 9개월
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으로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총예산 약 6억 원)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베트남 공무원, 도시계획 담당자, 주민 등 도시
홍수 방재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할 도시홍수 예방대책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적
정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베트남 관련 분야 재난정보 관리 기술개선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림 2-27 |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적용 및 활용방안

적용 및 활용방안
기술자문
베트남 도시홍수
상세위험정보 및 예방대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예산 및 도시홍수 분석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VUPDA
베트남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학회

(상세 위험정보 및
방재대책 수립)

베트남 정부 및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부처

사업지원
(공간정보+사업비 등)

자료: GDPC 내부자료 (2020)

(2) 주요 성과

본 사업은 현재 3차년도 연구가 진행 중이며, 베트남에서 본 연구개발 성과를 주로 사용할 수요자
층과 지속적 업무협의 및 심층 수요조사 등을 통해 베트남 상황에 맞는 시스템 기능 구현을 추진하
였으며, 도시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수요자 중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반영하고 있다. 베트남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건설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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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재해 관련 정보 연계, 재해취약성 정보 서비스 등 도시
공간의 기후변화 대응 관리체계 관련 중장기 연구 및 협력을 합의하였다.
사례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급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홍수 위험의 지
속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체계적 취약성 분석 및 정보축적 시스템을 제안 및 홍보하였다. 본 사업에
서는 피해빈도, 자료취득 가능성, 도시지역의 확장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가 된 Lao Cai와 Hue
를 사례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28 |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적용 사례 대상지역 (Lao Cai, Hue)

라오까이성(省)의 성도
•교통 및 군사 상의 요지
면적 : 229.67㎡ | 인구 : 98,360명
연평균 강수량 : 1,735mm

홍강이 흐르는 지리적 특성과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미래의
도시확장계획, 자료 취득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사례지역으로 선정

투아티엔후에성(省)의 성도
•1802-1945 베트남의 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면적 : 70.67㎡ | 인구 : 355,095명
연평균 강수량 : 2,800mm(10월-11월 집중, 46%)

많은 강수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기후특성과
고도로써 문화유적을 고려한
미래의 도시확장계획, 자료 취능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사례지역으로 선정

자료: GDPC 내부자료 (2020)

시스템 개발 관련하여 3차년도 현재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위험지역 공
간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보 구축을 완료하고, 사례지역 도시에 대한 분석정보 도면화를 완료한 상
황이다. 또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및 상세데이
터 정보를 마련하였다. 시스템 주 사용자들의 수요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DB 및 화면설계를 완료하
였으며, 우수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 파일럿테스트 버전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시연 및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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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파일럿테스트 버전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료: GDPC 내부자료 (2020)

본 사업이 종료한 후에는 베트남의 재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도시홍수 관련한 취약성 정보의 제공과 사용자 편의 시스템을 통
해 도시 내 재해위험 및 특성을 고려한 도시 적응정책 및 대책 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 도시홍수 관련 중장기 재해저감전략 및 도시공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도시 내 재해위험 변화 양상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모니터링 및 예방계획 수립 지원 기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도시홍수 예방업무 활용 관련하여, 개발된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베트남 지방
정부 재해 취약성 분석에 활용하고 베트남 지방정부의 지속적 활용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
로 중앙정부의 광역적/장기적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시스
템을 중앙정부에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관련 데이터가 중앙정부 플랫폼에 축적되
어 활용될 수 있는 순환형 체계 구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산업적 측면에서 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실용화가 예상된다. 베트남 도시홍수 취약성 분
석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 가능하며, 베트남 도시홍수 취약성 분석 기법/
방법론을 기반으로 상용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베트남 도시홍수 취약지역 정보 및 재해 예방 가이
드라인 제공을 통해 체계적 위험 관리 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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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개발협력을 추진 중이며, 주요 추진 과
제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본 사업은 베트남 기후변화 관련 현황 및
사례조사를 통해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개발도상국 도시방재 정책 컨설팅 사업 수행을 위한 기
초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도시홍수 취약성 분석,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을 통해 베트
남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확산되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국토관
리 관련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 교두보를 확보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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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사람들
1.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전임 소장
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와 함께한 사람들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사람들

1.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전임 소장
1)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GDPC가 글로벌 개발협력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큐베이터가 되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을 만들어내길...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님은 초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님(2010.12.30~2013.12.12.)을
역임하셨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문을 연 지 어느덧 10주년이 되었군요. 새삼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개소는 당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은 박양호
원장님의 용단과 조진철 박사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
합니다. 2009년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됨으
로써 개도국 지원 활동을 확대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건설과 엔지니어
링 분야의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민간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와 함께 짧은 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개발모델을 배우려는 개도국의 요구가 물
밀 듯 들어왔던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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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센터 설립부터 2013년 말까지 3년간 초대 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한
글 명칭은 ‘센터’였지만 연구본부의 센터와 차별되고 격(格)이 높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장님께서는
‘소장’으로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박양호 원장님은 우리 센터에 대해 큰 애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운영
에 관한 모든 권한을 소장에게 넘겨주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덕분에, 비록 10년
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할 만큼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처음 센터가 문을 연 당시에 정규직은 저와 조진철 박사, 박순업 전문원 세 명이 전부였고, 센터의
전신인 국제협력팀에 두세 명의 계약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
조하는 대업(大業)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기에, 때로는 더듬고 때로
는 좌충우돌하며 하나씩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차근히 다져 나갔습니다. 우선, 센터의 업무공간은
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조정해서 만들고, 회의실 겸 교육장은 물품창고를 터서 만들었습니다. 회의
실 이름은 프랑스어로 학교라는 의미의 ‘에꼴(Ecole)’이라고 지었는데, 아프리카 등지를 포함하는 글
로벌한 단어를 물색한 끝에 결정한 이름이었습니다. 협소한 회의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변형이 가능하도록 책상도 주문 제작하였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로고는 박순업 전문원
이 디자인했는데, 센터의 약자인 GDPC의 ‘C’자에 지구 형상을 그려 넣어 글로벌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만들어 쓰고 다음에 잘 만들자고 한 것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연구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전신인 국제협력팀이 확대된 정도로 생각
해서 원내에서는 지원하는 연구원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외부에 공고를 냈더니 엄청난 관심을 끌었
고, 우수한 인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4명의 연구원을 채용했고, 그중 이소영 연구
원은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능한 연구원들이 들어왔지만, 계
약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금방 이직을 하게 되어 수시로 연구원을 채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안정성이 낮고 업무의 노하우도 축적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난 후에 연구 및
컨설팅 업무가 생기면서 원내 인력들이 충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최성수 박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WB 도시경제전문가로 재직하셨고, 은퇴 후 KDI 초빙교수로 오신 최 박사님을 잽싸게 자문위원으
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는 물론 인도 등 여러 국가와 굵직한
개발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장으로서의 첫 번째 공식행사는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진 WB와의 만남이었습니다. WB는 파
트너를 고를 때 그 기관의 위상과 영향력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WB 부총재와의 공식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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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때 제 왼쪽에는 당시 국무총리실 김충호 국장, 오른쪽에는 주미 한국대사관 김영태 건교관이 앉
게 되었습니다. 김충호 국장님은 국토연구원에 고용 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김영태 건교관은 본
인이 참석 의사를 밝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총리실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을 좌우에 두는 위상의 기관으로 WB에 인식되었고, 이후에 상응한 대접을 받
으면서 협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일은 개도국 공무원의 교육연수 사업이었습니다. 교육생이 인천공항에 도착
할 때면 항상 마중을 나갔는데, 이른 새벽 시간일 때면 호텔에서 새우잠을 자고 마중을 나갔습니
다. 겨울철에는 베트남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교육생을 데리고 남대문 시장으로 가서 내의와 외투를
사 입히기도 했습니다. 차관급 인사가 함께 오면 별도로 승용차를 빌려 의전에 신경을 썼는데, 이러
한 교육연수 과정이 연간 수 회씩 반복되다 보니 직원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언젠가 김영표 부원장님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팅은 부총장 접견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 일행이 자리를 잡자 부총장이 들어왔습
니다. 부총장은 부원장님과 나를 지나쳐 곧바로 조진철 박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인사를 건냈는데,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받았던 대접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조진철 박사의 진
정 어린 수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번은 미얀마 차관이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서 기획경제부장관 명의로 저와 조진철 박사를 초
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미얀마 기획경제부장관과는 차관과 국·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무려 2시간
가량 미얀마의 경제 현황과 협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브리핑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 경험상 어떤
나라이든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고 진심을 담아 마음을 나누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대접
을 받았습니다.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개발협력 포럼’도 기억에 남는데,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한 차례씩 조찬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기업인들이 오기 쉬운 강남
지역에 같은 장소와 요일, 시간으로 연간 예약을 하고 KOICA 관계자, 전임 대사, 한국주재 외국 대
사, 한국을 방문 중인 개도국 고위급 인사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해서 기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
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일은 연구원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센터 초창기 함께 일했던 이호성 씨는 현재 WB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 김상무 씨는 WB를 거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씨
도 IDB에서 1년간 일을 한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글로벌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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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전문인력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여기에서 훈련받은 연구원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센터는 꾸준히 발전했지만 글로벌 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역시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설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
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074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2)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국제협력 스페셜리스트이면서
국토연구의 재너럴리스트가 되거나,
국토연구의 스페셜리스트면서
국제협력의 제너럴리스트가 되길...
문정호 국토연구원 부원장님은 제2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님(2013.12.13. ~ 2015.08.31.)
을 역임하셨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 맞음을 축하합니다. 제가 그 역사의
일부임이 분명하니 약간의 자축도 되겠네요. 그리 길지 않은 1년 7개월 동
안 크고 작은 즐거움과 괴로움, 보람과 자괴감, 긍지와 좌절이 교차했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새삼 기억들을 꺼내 보려니, 어떤 것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지레 뛰쳐나오네요. 생각을 가다듬어 정성스레 글을 짓는 사
람은 아니어서 면구스러우나, 센터에 보내는 조악한 연애편지라 생각하고
몇 줄 써보려고 합니다.
센터 일 중에 가장 진한 기억으로 남은 것이 ‘KSP3’ 사업입니다. 2014
년에 기획재정부가 인프라 분야 중심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로 추진한 35억 원짜리 과제인데,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우리
가 수주, 수행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딱 한 번만 하고 말았던 일
입니다. 성과가 좋지 않다고 2015년 이후 기획재정부가 접은 거지요. 아
무튼, 시작은 창대했습니다. 총괄 부문과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사업
으로,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연구본부 간 협업”의 구도로 진행할 계획이
었습니다. 각 단위사업에 센터 연구원 한 분씩은 참여할 수 있게 할 요량
이었지요.
국제협력은 그 자체로 전문분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제게는 국토연
구를 행하는 여러 어프로치(approach) 중의 한 갈래입니다. 제 본령은 국
토 분야고, 이론·계획·정책 연구에서의 특정 주제 또는 방식으로서 우리
연구원의 국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관점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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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들께 국토연구 중 일부 분야에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시기를 권합니다. 연구본부 연구원들
께도 최소한의 국제협력 경험을 쌓으시길 권하지요. 연구본부와 센터를 오가면서 국내·국제 다 잘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고 KSP3 사업을 통해 보다 지속가
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 잘 된 것 같지 않습니다만, 5~6년 지난 지금 센터원 구성이나 다양한 국제협
력 사업이 센터 내·외에서 진행 중인 걸 보면 어찌어찌 그 방향으로 흘러온 것 같기도 합니다. 주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계통에서 놀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협력 전문가로서는 부족한 사람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토지역 분야에 있어서는 쓸 만하게 국제협력 한다는 자부심은 있
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목에서 우리 센터 동료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국제협력”과
“국토연구원의 국제협력”은 결이 다른 일이고, 이 두 가지 일은 우리 연구원에 꼭 필요한 역량입니
다. “국제협력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이면서 국토연구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아니면 “국토연
구 스페셜리스트이면서 국제협력 제너럴리스트”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참, 한 일이 없구나 싶습니다.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IDB와 KIUDA 프
로그램을 시작한 일, 전임 소장님의 작업을 넘겨받아 PKPP(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를 발간한 일, WB와 공동연수를 진행하며 원내 강사진에게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잔머리
굴렸던 일 등이 생각납니다. 그냥 한가로운 단편들인데, 그 속에서 생각나는 분들이 많네요. 우리
센터를 거쳐 가셨던 여러 위촉 연구원들, 막상 떠올려보니 정겹고, 보고 싶습니다. 슬프게도 연구원
여건이 부족하여 능력 있고 열성적인 분들을 많이 놓쳤네요. 너무 아깝고 아쉽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요즘,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토계획 지원사업이나 다른 국제협력과제에도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임 소
장님과 센터원 모두 궁리가 많으실 것이고, 슬기롭게 이 사태를 잘 넘기시리라 믿습니다. 10년 전 시
작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연구원의 국제협력은 블루오션입니다.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의 패
러다임이 전환되는 이 시점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
히 알되, 보다 멀리 내다보고 보다 넓게 아우르는, 국토연구원과 세상 사이의 촉매가 되기를 축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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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일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

국토 분야 개발협력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일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객원연구원님은 제3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님
(2015.09.01. ~2016.12.31.)을 역임하셨습니다.

국토연구원 32년 근무 기간 중 마지막 5년을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그
중 2015년 7월부터 1년 반을 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센
터는 앞서 5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이나 MDB 등 외부로부터의 협
력 요청에 대한 대응이 센터의 주요 활동과 업무 영역으로 자리잡혀 있었습
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연구원의 대외협력 창구 혹은 외부 요청에
대한 Help Desk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원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콘텐츠와 해외
프로젝트 발굴을 센터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기존의 수동적 대응 중심의
센터 운영에서 탈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연구본
부로부터 수혈받아 개발협력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IDB와 함께 중남미 고위급 초청연수를 통한 파라과이 신
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했고, 외부 개발협력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와 자문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
려고 한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센터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자체적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개발협력을 주제로 직원 간 발표 논의를 독
려하기도 했고, 개발협력 관련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GDPC 특강’을 기획
해서 센터 구성원과 연구부서 직원들이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
힐 기회를 제공한 것 등도 생각납니다.
그러나 본 센터와 연구부서 간 견실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여
전히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업무는 연구
본부와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인데, 연구부서 직원들은 본연의 바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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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협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센터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실
천되지 못한 점 또한 아쉬운 일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토 관련 개발협력 창구로서, 또한 연구
원의 연구역량 국제화 플랫폼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개발협력 후속사업 연계를
위한 교육·연수 운용, 중점 협력기관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 국토연구원 비교우위 분야 연구·컨설팅
확대, 대외적으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효율적 운영지원체계의 구축 등은 여전히 센터의 중심 역할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협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합적 틀로 설정하고,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실질적 역량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의 경험을 개별사
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장기적 전략하에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센터가 추진해오고 있는 활동은 글로벌 국제협력 동향과 정부 정책과 잘 맞추어져 있
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단기사업과 경제적 성과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진정한 포용적, 지속가능한 발
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내부적 성찰과 연구를 통한 장기적 효과
창출에도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센터가 중심이 되어 기획역량과 추진력을 갖고 헤쳐나
가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개발협력은 또 다른 신세계이고 성장 잠재력이 엄청난 분야라
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센터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연구원의 개발협력 역량 강화는
물론 연구자 본인의 연구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연구부서와 센
터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국토 분야 개발협력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수행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또한, 우리의 국토·도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국제도시 조류와 부합하는
글로벌 가치를 발굴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단순한 우리
경험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사업과 정책의 뒤편에 흐르는 한국적 기제(mechanism)에
대한 연구를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도국에 가시적이고 지속적, 영향력 있는 효과 창출을 위한 전
략적 접근은 물론,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의 개발협력 접근을 고민하는 주체가 바로 글로벌
개발협력센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여 국토·도시 분야 개발협력의 글로벌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성원을 보냅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창설 10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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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진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도국의 실정에 맞춘 지원 전략의 구체화 및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며 ‘마음이 오가는’
협력관계의 유지가 보완되어야 할 것

정진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은 제4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님(2017. 01. 01. ~
2018. 09. 03.)을 역임하셨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출범 이전에 연구원 내에 「국제협력단」이라는 조직
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본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 10월부터 약 2
년간 국제협력단장 업무를 겸직하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가 많지 않아 간간이 발생하는 국제교류 업무를 국제협력단
이 단기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주최한 개도국 공무원 초청 지역개발 세미나는 개발협력 관련 대규모 행
사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도 국제협력단이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였습
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출범 이후에도 저는 연구본부에 근무하면서 연
수 강의 및 해외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17년 1월,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후 첫 임무는 세종청
사로의 성공적인 이전이었습니다. 평촌청사에서 이삿짐을 싸고 있던 센터
원들과 목장갑을 낀 채로 상견례를 하였고, 이전 후 새 사무실 정리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10여 명의 연구원 중 남
성 직원이 단 한 명이었던지라 저 역시 힘쓰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청
사 이전 전 약 1년간 신청사의 인테리어, 가구 등을 검토하는 T/F 멤버였
던 관계로, 센터 근무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정리가 끝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전임 소장님들의
참모 역할을 하던 책임연구원 두 분이 연구부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업무들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저녁 8시를 넘겨 퇴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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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9시 기차를 타서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도착하여 곯아떨어지는 날들이 반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연구원 생활 중 가장 열심히 지냈던 시기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처
음 맡는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꽤 무거웠고, 특히 인적 관리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
다. 부임 후 반년 정도 지나서야 센터 최초의 공채 책임연구원을 새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을 위임할 수 있었고, 부서원들의 노력으로 센터 자체의 연구활동 비
중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개소 초기부터 비중이 컸던 개도국 공무원 연수는 양적으로는 축소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WB, IDB, KOICA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계속 진
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수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KSP 등 국내 ODA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회를 늘리는 데 힘썼습니다.
소장 재임 말인 2018년 9월에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 국제세미나와 WB 연수를 연계하여 대규
모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마지막 임무로, 이후 1년 동안의 꿀맛 같은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2019년
10월 복귀 후 이전 소속 연구부서인 국토 인프라 연구본부로 복귀를 준비하던 중 대형과제인 아프
가니스탄 국토계획 수립 지원사업이 계약되면서, 과제책임자로서 다시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가족
이 되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연구원의 계속된 지원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센터 직원들의 노고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여 년간의 성숙기에는 연구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컨설
팅 프로젝트 수행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연구원의 조직으로서 중요한 임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단계에서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있는 개도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전략의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협력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정
서를 이해하면서 ‘마음이 오가는’ 협력관계 유지가 Partnership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김동주 전 원장님과 강현수 현 원장님, 그리고 글로벌
개발협력센터의 발전에 선봉장이 되셨던 세 분의 전임 소장님들과 현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모 없이 외로이 소장직을 수행하던 힘든 시기에 든든한 나무같이 옆에 계시면서 격의 없이 대해
주시던 최성수 박사님의 건강하심을 부서원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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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와 함께한 사람들
1) 최성수 前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선임자문위원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개발협력의 기량과
체계를 발전시켜 국토교통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
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최성수 박사님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선임자문위원(2011~2019)을 역임하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국토연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량을 갖춘 전문기
관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오래
전부터 국토연구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으나, 2008년에 연구원
이 WB와 처음으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하여 연구원 안내 책자를
보고서야 이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이 가진 역량을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당시 원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 예
산을 확보하여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지금과 비슷한 규모로 공식 출범하
게 되었으니, 국토연구원의 능력과 위상을 과시한 큰 첫걸음이었다 하겠
습니다.
사람이나 기관의 첫 10주년을 기념할 때면 그동안의 성장을 축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경우 조직과 활동 규모의
성장은 설립 전후에 대부분 급속히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여러 방면으로
진화하고 내실을 다져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전통적 업
무와 성격이 다른 활동을 접목시키느라 업무의 종류와 형태를 조정하고,
오히려 규모를 줄여보기도 하였으며, 직원도 자주 교체되는 등 조율하는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국제교류와 연수 등 주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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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협력의 경험과 기량 및 인지도를 꾸준히 쌓아 올림으로써 앞으로 성년으로 발전하는 안정
된 토대를 마련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협력’이 새롭고 생소한 일이고, 정리된 교과서가 있는 분야도 아니다 보니 일
하는 방법과 체계를 세우고 익히는 것은 꼭 필요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당한 어려
움과 시행착오도 피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러한 필요성과 어려움이 계속될 것입니
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어려움을 돌이켜 보고 아직 남은 과제들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개발협력에서 제일 흔한 어려움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중 가장 기초적 과제인 외국어 사용 문제
입니다. 전문 통·번역사를 활용하든 우리 전문가가 직접 외국어로 대화하든, 외국어 구사 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면 의사 전달 자체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주
관하는 모임이나 인쇄물에서(우리말로도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를 제외하면) 그런 일은 없어진 것 같
습니다. 그런데 국토, 도시 분야 중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용어 가운데 (예를 들어 아파트, SOC,
무주택자, 국토 등) 한국 특유의 의미와 용법 때문에 그대로 쓰거나 직역하면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
를 하는 수가 많아 부연 설명을 하거나 다른 용어를 써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
안하면 완벽한 번역을 기하기보다는 핵심 부분, 중요한 용어의 오역을 피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가 직접 관여하여 상당한 준비와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시간과 인력,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어의 문제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소통의 요소는 상대방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이해일 것
입니다. 연수나 컨설팅에서 개발도상국의 현안, 제도, 역량 등과 동떨어진 주제를 설정하거나 비현실
적인 정책, 기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개발협력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더 체계적인 노력과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보다는 개발 초기의 상
황과 경험이 개발도상국에 더 가까운 모형일텐데,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객관적이고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놓은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의 분석을 수집하고 보
완하는 것은 개발협력뿐 아니라 우리의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
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근래 시작한 이러한 일이 지속 확대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접근을 넘어 개별 국가나 국제기관마다 다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
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이나 대학 등의 전문가, 해당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기구와의 연계 활동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특정 직원들을 접촉점으로
장기 배정한 것이 소통을 원활히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을 보아, 국가별로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시
도해 볼 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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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나 개별 국가 상황의 차이와 관련하여, 시각과 관심의 차이도 대응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자
주 야기하였습니다. 그중 흔한 문제는 한 주제를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요구인데, 이러한 요구의 어려움은 한국의 세분화된 연구구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주 제
기되지만 대답이 어려웠던 질문은, 어떤 사업이나 제도의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미리 준비하거나 보충자료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니,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을
정리해두면 다음의 유사한 연수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어려운 문제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은 왜 수
립하며 그 실제 효과는 어떠했는가 하는 질문 등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누구라도 쉽게 답하기 어
렵고 즉답을 주지 못해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미리 예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이러한 질문 중에는 개발협력 문제를 넘어 국토연구원의 작은 연구나 토론의 주제
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개발협력의 역량을 기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연수나 연구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
들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대비하고, 자주 접하는 협력국 및 국제기관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 등을
상례화하여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항용 당면한 과제 때문에 이 과정은
뒤로 밀리기가 쉬운데, 요즘처럼 외부와의 교류를 쉬어야 하는 시기가 역량을 키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외부 활동, 출간과 연구뿐 아니라 이러한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개발협력의 기량과 체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안과 밖으로 성장하여 한국 개발협력 선구기관의
몫을 다하고, 국토연구원의 품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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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drés Blanco, Unit Chief for Client Relations in the Andres
Blanco Unit Chief for Client Relations in the Knowledge,
Innovation and Communication Department, IDB

LEARNING ABOUT SOUTH KOREA
WITH KRIHS’ GDPC

Andrés Guillermo Blanco Blanco씨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Lead Specialist in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KRIHS-IDB 국제
협력을 총괄하였습니다 (2011 ~ 2020년).

What ca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LAC) learn from the
South Korean experience on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That
was my main question in 2012 when we started conversations with
the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Settlements (KRIHS) about developing
an agenda of knowledge exchange between KRIHS and the IADB.
At a first and casual thought, it appeared to be many differences
between LAC and South Korea to identify common interests and
comparable policy approaches. Not only the culture, language
and history are vastly different but also the current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s not comparable. According to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 2015 the GDP per capita for LAC was
$8,133 whereas in South Korea it was $27,222. Moreover, while
LAC experienced a housing deficit of 37% of households by 2012
requiring the construction of improvement of 58 million housing units,
Korea had a housing surplus of 13% in 2010 representing 1.7 million
more housing units tha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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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as I would learn from our partners at GDPC, behind these obvious differences
there are also several similarities when we consider the starting point for both regions.
Between the 1960s and 1980s, the GDP per capita for LAC and South Korea was basically
the same but starting in the 1990s, South Korea’s GDP growth doubled LAC’s performance
and now the current level of GDP for LAC is very similar to the level Korea had in the late
1980s-1990s. The pattern of urbanization was also equally dramatic in both cases: according
to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 1960 and 49% of Latin Americans and 28% of
South Koreans lived in cities and by 2015 the urbanization rates had reached 80% and 82%
respectively.
So, the important question was not about what we can learn from the South Korean case
but about how could we do it. Fortunately, the team at GDPC was very helpful and open on
working out an agenda of collaboration that included concrete activities that allowed a very
vibrant exchange of experiences. The jewel of the crown was what we called the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which means nurturing in Korean) which is a
one-week academic program held in South Korea for public officials from LAC with objective
of sharing experiences through lectures and discussions on topics like land management,
new town development, social housing,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Smart Cities. It also
includes site visits to development projects and high-level meetings with Korean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Minister and vic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MOLIT) or the Mayor and vice mayor of Seoul. Between 2014 and 2019, we have had 84
participants from 15 countries including Ministers, Viceministers, Mayors, and Planning
Directors from Argentina, Bahamas,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Honduras, Jamaica, Nicaragua, Panama, Peru, Dominican Republic, and Uruguay.
Another activity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GDPC has been our Visiting Scholar Program
by which teams from KRIHS and the IADB carry out joint research projects with an expert
from the LAC region. From 2015 we have developed 11 research projects with 9 scholars
from countries like Brasil, Colombia, Costa Rica, Mexico and Peru on topics like the impacts
of urban renewal and land readjustment projects, comparative results of land and housing
policies, the lessons from Transit-Oriented Development experiences, case stud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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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free zones, and policy analysis of up-grading programs in South Korea and LAC.
To date, the Visiting Scholar Program has resulted in two publications and another one is on
the making. We have also disseminated the results to provide an arena for policy discussion
in important venues like the Habitat III conference in Quito, Ecuador.
The third component of this strategy was the Annual Knowledge Sharing Workshop which
we developed as a recurrent meeting between KRIHS and IADB to present the results of
the collaboration and reflect on new topics to enhance the knowledge exchange. In the
5 workshops that we have had so far, we have discussed and opened new avenues of
collaboration in areas like Land and Housing national policies and local strategies, Public
Space, and Data-driven urban planning.
Thanks to these activities, we have been able to secure IADB non-reimbursable technical
assistance funding to support our clients through KRIHS expertise to develop new policies
and programs based on the South Korean experience in topics like rental housing,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local housing strategies and sustainable design for urban public
spaces.
But more importantly than that is that we have created a community of practice in which
policy matters are discussed and reflected upon in an honest and open environment. Thanks
to the work of the GDPC we have not only learned from the successes of the South Korean
experience but also, we have heard about their mistakes. Thanks to that sincere appraisal of
the good and the bad we and our clients have been able to understand that good policies
depend not only on appropriate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adequate political governance
but also on the will to do and move to action, the will to try different things and learn from
them, and the will to adapt and change course when needed. Thus, we have not only learned
from South Korea critical lessons that could be adapted to the LAC context but more than
anything we have been able to get inspired by the Korean example to continue working for
the development of our region with a clear and vivid proof that improving lives through policy
is not only a possible dream, but a necessary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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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호성 세계은행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담당관

평촌, 세종 그리고 세계로

이호성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근무하신 후 WB로 자
리를 옮겨서 현재 WB 지속가능한개발 부총재실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담당관(Operations
Officer World Bank,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e
Group)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감문을
통해 센터의 열 돌을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로벌개발
협력센터 설립 초기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작된 센터와의 인연
은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WB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센터 내·외부에서 센터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본 감회를 짧게 나누어 보
겠습니다.

평촌 시절
평촌신도시 중앙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안양시청 맞은편)에 자리
잡았던 국토연구원 사옥 4층. 연구원 내 도서관과 같은 층에 자리 잡았던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연수 및 여러 국제행사로 인해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아, 엘리베이터에 외국인이 탈 때면 연구원분들이 자연스럽게 4층으로
안내해 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초창기 연수기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소 의
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연구원 자체 자금으로 개도국 공무
원 대상 초청연수를 직접 수행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6주나 되었다는 것
입니다. KOICA 위탁연수의 경우 길어야 3주가 넘어가지 않는데, 센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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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대부분이 개도국 공무원 연수가 처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잘 몰랐기에 그리고 처음이었기에
가능했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구성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연수 공무원 모집 및 선발, 숙박 장소 계
약, 내·외부 강사 섭외, 외부 견학기관 협조요청까지 모든 것을 센터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 이끄셨던 사공호상 소장님(現 국토지리정보원 원장님)과 조진철 박사님
의 지도 아래 연구원 동료분들과 함께 연수생들의 공항 입국 맞이부터, 한국 생활에 낯설었을 연수
생들을 직접 대중교통으로 숙소까지 배웅해주고, 한글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강의를 하고, 주말에
는 남대문 쇼핑에, 지방도시견학을 위해 2박 3일 동안 지역별로 출장을 다녀오고, 연수생들의 출
국 직전까지(수하물 무게가 초과하여 짐을 줄이는 과정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성을 들였던 일이었기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은 것 같습니다.
해외 공무원 연수 외에도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을 했습니다. WB와 협력하기 위해 베트남 출장도
가고, 국내에서 WB UKP(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 지금은 종료됨) 동아시아 태평양
발족을 위해 PCO 업체와 함께 연구원분들과 코엑스를 누비면서 여기저기 행사 홍보 배너를 설치하
던 기억 또한 코엑스를 방문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미국 워싱턴에서 센터 박사님과 전화 통화를 위해 늦은 저녁 시간 사
무실로 전화를 주셨던 왕형근 박사님께서 후에 WB에서 저의 첫 상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
고 센터에서 연구원 내부 강사로 섭외했던 많은 박사님과는 WB로 옮긴 후로도 업무적으로 계속 연
락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종에
2017년 국토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출장차 세종을 방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센터 사
람들을 만나기 위해 세종 사옥을 종종 방문했습니다. 정말 평촌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들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에 비해 구성원이 3배 이상 많아졌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 더욱더 늘었습니다. 하지
만, WB 업무로 한국 및 다른 나라에서 일하면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그리고 국토연구원 출신분들
을 끊임없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처음 뵌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반갑고, 센터 시절
을 회상하게 됩니다. 한동안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업무를 진행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 개인
적으로는 세종에서도 앞으로 계속 뵐 기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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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세계로
제가 WB에 몸담기 시작한 2012년부터 거의 매해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미국 워싱턴 D.C.
WB 본부로 출장을 오고 있습니다. 센터의 중추적인 역할로 인해 WB 도시 분야 직원들은 국토연
구원을 대부분 알게 되었고, 지속적인 연례세미나를 통해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한국의 도시개발
사례를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구원분들도 많이 늘어나서 연수 및 국제교류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도 같이 수행하
고 있는데, 아직도 개도국에서는 한국의 도시개발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진행되는 연구가 한국 및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같이 체계적인 시스
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개도국 공무원들의 관점을 고려한 내
용을 담고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센터의 개소 취지를 생각한다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
고, 어떻게 정책결정자와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을 위한 연구 및 발
행물이 발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계속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
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센터의 개소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모두 열거할 수 없겠지만,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시절 함께 고생했던 김일석, 이소영, 정의
홍, 송효진 연구원님과 정우미 사무원님 그리고 WB에서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협력을 통해 친분이
쌓인 김상무, 유희연, 박은새, 하태훈, 권희서 연구원님 등 센터를 통해 맺게 된 인연은 평촌과 세종
을 넘어 세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발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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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희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

국토 분야 ODA 연구를 선도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유희연 씨는 2011년 8월〜2020년 3월까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근무하셨으며 현재 대통
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 정책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가 개소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
났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로 국토연구원 평촌 사옥에서 행사 지원을 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한
데 벌써 10년이 흘렀다니, 세월의 흐름이 유수 같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만나게 됐던 2011년 여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전 실무
경험을 쌓고 싶어 고민하던 차에, 저는 평소 관심 있던 국토연구원 홈페
이지를 검색하다가 ‘글로벌개발협력센터’라는 새로운 센터에서 연구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개발도상국 지역 및 도시개발사
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했고, 서류 전형이 통과되
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미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
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을 치르고, 기쁜 마음으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
구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제가 처음 담당하게 된 업무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교
육·연수였습니다. 당시 센터는 개소한 지 약 8개월 남짓 지나 상대적으로
교육연수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체 연수(6주), KOICA 다년도 연수 등 다양한 연수사업을 기획·총괄했
는데, 특히 자체연수 기획을 위해 연수생을 모집하느라 각 개도국 대사관
에 연락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연수 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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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연수생들과 친구처럼, 때로는 딸이나 조카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당시의 교육·연수 사업은
지금보다는 세련미가 부족하고,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함이 친밀감을 가져다준
것인지, 너그럽게 봐준 연수생들 덕택인지, 재직 초기 제가 담당했던 연수생들과는 지금도 종종 연
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도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시간을 내서 만날 정도로 친밀한 관계
를 유지하고 있지요.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 재직하면서 얻는 가장 큰 소득 중 하나는 일하면서 많은
소중한 만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 중남미 및 아시아 개발도상국 대상 연구·컨설팅, 국토·도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연구, 국제기구와의 협력, 운영지원, 내부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등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어 업무 지평을 넓혀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업무에 참여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2010년경부터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부의 ODA 확대 정책, 개도국의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과 같은 시대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센터에서의 활동은 지난 10년간 다양하고 역동적이었고, 성장
의 연속이었습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가 성장하는 동안 저 역시 세계 곳곳을 방문하고, 관련 분
야 전문가들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쌓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방문할
수 없는 개도국 출장지를 마주하게 될 때면 두려움보다도 호기심이 더 앞섰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은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으로 시작하여 책임연구원이 되기까지 제가 10년 동안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근
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당시 저와 함께 일했던 소장님, 박사님, 동료였습니다. 센터 업무
에 비전과 꿈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워크숍에서 우리 센터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주셨던 소장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선배 박사님들,
부족하고 미숙한 보고서를 빨간색 펜으로 수정해주시던 박사님들, 진로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주었던 동료들로 인해 저는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하던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지리학 전공자로서 ‘국토·도시 분야 국제 개발협력 전문가’라는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에피소드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글로벌
개발협력센터를 거쳐 간 많은 ‘사람들’입니다. 급작스럽게 업무가 많아져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일하
던 동료들, 걱정하던 회의에서 멋지게 우리를 대변해주시던 박사님, 함께 일하고 밥 먹고 이야기했던
기억들, 가끔은 오해가 생겨 서운했던 순간들 등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특히, 새로운 진로를 좇아
센터를 떠났던 사람들과의 아쉬웠던 기억들도 생생합니다.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재직 경험을 발판

제3장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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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개도국 어딘가, 혹은 서울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의 그 반가움도
역시 소중합니다.
향후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0년의 성장을 토대로 국토·도시 분야 ODA 연구를 선도하고, 국
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정부 부처에 국책연구원으로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성장
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이 보유한 국토·도시 분야 지식과 경험, 기술을
기반으로 유수한 개도국 개발 컨설팅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개
발협력센터의 모든 센터원이 담당하고 있는 자신의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개발협력센터의 개소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92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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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 기록들

부록 Ⅰ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연표
소장

연도
2010

주요 활동
12월 30일 개소
3월 EPC 6주 연구·연수 운영 시작
4월 GDPC 웹사이트 오픈
5월 KSP 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 착수
6월 WB 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UKP) 중점파트너 지정 및 론칭세미나 개최
7월 LH 해외사업처와의 MOU 체결
7월 국토 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8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의 MOU 체결

2011

9월 글로벌 개발협력 포럼 발족
9월 IDB-KSP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 착수
9월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제1대
사공호상

12월 GDPC 개소 1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2010.12.30
12월 국토 해양분야발전 경험모듈화 사업 착수

〜
2013.12.12)

연중 뉴스레터 발간
연중 Planning & Policy Report 발간
연중 해외전문가 특강 운영
4월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4월 OECD 한국 도시정책 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5월 베트남 VUPDA 스마트&그린시티 현지 교육워크숍
6월 한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의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 착수
2012
7월 중남미 장관급 방한단 내원 및 정책 자문
9월 WB Urban Knowledge Sharing Academy 지정
9월 KRIHS-WB MOU 갱신
9월 KRIHS-IDB MOU 체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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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연도

주요 활동
10월 WB-KRIHS UKP 워크숍 개최
10월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 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착수

2012

10월 제23차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EAROPH) 세계대회
11월 국내 민관 실무자 대상 「글로벌 개발협력 아카데미」 운영
11월 KRIHS-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 공동워크숍
1월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차관 지식교류 간담회
1월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EAROPH) MOU 체결
1월 베트남 건설부 차관 및 산하 기관장 간담회
3월 국토·도시계획 분야 협력을 위한 OECD 공동 세미나

제1대
사공호상

4월 WB 공동 인도 도시개발부 고위공무원 교육 연수

(2010.12.30
4월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UKP 스터디 투어

〜
2013.12.12)

6월 KRIHS-조지워싱턴대학교 공동워크숍
2013

7월 KRIHS ODA 맞춤 교육
7월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정책 툴킷 개발
10월 2013 아시아 스마트 그린시티 포럼
10월 글로벌 개발협력 아카데미: MDB 발주사업 수주 실습과정
10월 IDB 공동연구: 고이아니아 도시 통합관제센터 시범 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 설계 착수
11월 카자흐스탄 지역개발부 수석 차관급 대표단 간담회
11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남가주 정부 연합(SCAG) 공동워크숍
연중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총 4차)
4월 서울시ㆍWB 공동 서울메트로랩 국제협력 포럼 개최
5월 KRIHS-ADB MOU 체결
6월 2014~20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 자문 III(총괄)

제2대
문정호
(2013.12.13
〜
2015.8.31)

6월 에티오피아 장관급 대표단 및 주한에티오피아 공동 정책워크숍
2014
7월 하버드 디자인대학원과의 한국의 국토 및 도시계획 워크숍
9월 한·중남미 지식공유를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사업 사례 분석
9월 베트남 건설 분야 해외투자 정책워크숍
10월 우드로윌슨센터와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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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연도

주요 활동
10월 KRIHS-IDB 연례워크숍
10월 WB-KRIHS 연례워크숍
11월 중국 국토자원부 재무사 사장단 정책워크숍 개최

2014

11월 KRIHS-ADB 지방정부 역량 강화 프로그램
12월 2014 KRIHS-IDB Urban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KIUDA 시범사업)

제2대

연중 Primer on the Korean Territorial Planning and Policy (PKPP) 11권호 및

문정호

Intensive Readings on Territorial Planning and Policy 발간

(2013.12.13

1월 KRIHS-콜럼비아 대학 도시재생 지식공유 워크숍

〜
1월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현황 및 편익사례 연구 착수

2015.8.31)

2월 독일 라이프니츠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IOER) 관계자 방원 워크숍
3월 콜롬비아협력청 대표단 방원 워크숍
2015
4월 도시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방안 연구 착수
7월 KRIHS-볼리비아 개발기획부 국토개발계획 워크숍
7월 KRIHS-IDB 최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KIUDA) 운영 시작
8월 KRIHS-IDB 해외전문가 공동연구사업 도입
10월 KRIHS 연구·연수(Understanding GI Policy and Planning)
10월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 강화 3개년 과정 시작
2015

10월 Brown Bag Meeting (BBM) 도입
11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부(BAPPENAS) 역량 강화 세미나
연중 글로벌 도시 및 인프라 개발협의체 운영

제3대

2월 코스타리카 지식 다이얼로그 구축사업 수행

정일호
3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2015.9.1
〜

3월 WB-기획재정부 주최 「Third High-level Meeting on Country-led Knowledge

2016.12.31)

Sharing(HLM3)」 컨퍼런스 참석
2016

3월 Edward Leman Chreod Ltd. 대표단 방원 간담회 개최
4월 GDPC 정책 세미나 시작
5월 KRIHS-WB OLC Sustainable Urban Land Use Planning and Management
공동워크숍 개최
5월 중남미 도시화 특성 분석에 따른 한·중남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착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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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연도

주요 활동
6월 KOICA 기후변화 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 연수 3개년 과정 시작
6월 IDB 공동연구 한·중남미국가 도시재생사업 비교연구 착수
8월 IDB 발주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착수

제3대
정일호
(2015.9.1

9월 WB 공동 India Smart Cities 방원 워크숍 개최
2016
10월 UN-Habitat III_Side Event/ Networking Event 개최

〜
2016.12.31)

11월 UN 평화유지를 위한 기술협력 심포지엄 참석
연중 IDB Visiting Scholar 3인 초청
연중 GDPC 성과평가위원회 체계 도입
1월 WB 발주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연구 착수
3월 한국-WB 스마트시티 공동워크샵 참석
5월 ADB Brown Bag Seminar: Urban Sector Group 지식공유
6월 AIIB 연차총회 주최국 세미나(Host Country Seminar) 총괄
2017

7월 유라시아경제협력네트워크 공동 유라시아 포럼 개최
6월 주한 조지아 대사 방원 간담회
8월 KRIHS-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
강화 연수 협력 시작

제4대

9월 하셀트대학 공동연구 ‘활동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자율주행차 도입이 도시의 공간

정진규

이용행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착수

(2017.1.1

2월 제9회 세계도시 포럼 참석

〜
2월 IDB 공동연구 ‘무허가 주거지 개선방안 연구’, ‘도시정비방안 한·중남미 비교연구’ 착수

2018.9.3)

2월 기본과제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착수
3월 한-베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협력세미나
4월 페루 피우라 주정부 공동워크숍 개최
2018
4월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3개년 과제 착수
6월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협력 시작
7월 IDB 발주 문화창조 산업을 활용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연구 착수
8월 IDB 발주 중남미 시 정부 주택정책 및 PPP 추진방안 연구 착수
9월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개발워크숍 협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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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연도

주요 활동
9월 KRIHS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10월 KRIHS-WB 아프가니스탄 최고위급 스터디 투어
11월 IDB과의 MOU 갱신
11월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예방

2018

12월 KRIHS-WB TDLC-서울시 공동워크숍
12월 VUPDA 공동연구 ‘베트남 주민주도형 도시방재 예비조사’ 착수
12월 GDPC 공식 웹사이트 전면개편
연중 Obukhov Timur UN 사무국 전문가 등 방문학자 초빙
연중 Pedro Abramo 리우 데 자네이루 연방 대학교 교수 등 방문학자 초빙
4월 UN Open GIS 사무국 운영 시작
5월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단 방원 정책간담회
6월 KSP 파라과이 정책 자문 사업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제5대

7월 UN PKO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캠프 착수

박세훈

7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Transforming the nation’ 서적 발간

(2018.9.3
8월 UN Open GIS 이니셔티브 워크숍(루마니아)

~
현재)

8월 ‘한국 국토발전모델 성찰: 국제협력에의 함의’ 국제워크숍
2019

9월 일본 도쿄 도시대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9월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현지연수 (태국)
11월 WB 발주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 지원사업 착수
11월 국토교통부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착수
12월 PKPP 도시재생,신도시개발 2편 신규 발간
12월 UN Open GIS 공식 웹사이트 개편
연중 Michael Douglass 하와이대학 명예교수 등 방문학자 초빙
연중 GDPC 뉴스레터 발간·배포 재개
2월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에 관한 개별협력전략 연구 기본과제 착수
2월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 및 토지부 MOU 체결

2020
2월 코스타리카 주택정주부(MIVAH) MOU 체결
3월 IDB 중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설계를 위한 한국사례 및 시사점 연구 착수

부록

101

소장

연도

주요 활동
6월 KAIA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기획 과제 착수
6월 경인사연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착수
7월 경인사연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해외진출방안
연구 착수

제5대

7월 KOICA-GDPC 총서 발간 사업 착수

박세훈
(2018.9.3
~

2020

7월 2020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해외공무원 하계 인턴십 수행
9월 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1차 역량강화 연수(온라인)

현재)
10월 KRIHS-전북대 공동연구 ‘중남미 국토분야 개발협력의 성과와 과제’ 착수
10월 20/21 KSP 베트남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사업 착수
12월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발간 및 GDPC 1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연중 PKPP 간선교통망, 공공임대주택, 민간협력, 산업단지 4편 신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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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추진사업
1. 교육연수사업(2011~2020)
개최년도

2011

과정명

참가 인원(명) 참가국(수) 교육 유형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 인프라 정책개발과정

1.17~1.25

8

1

자체

EPC 6주 연구연수(1차):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3.21~4.30

10

6

자체

EPC 6주 연구연수(2차):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6.22~7.29

10

7

자체

KOICA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과정

5.16~6.3

14

11

위탁

ASEAN 국가 물류정책과정

11.1~11.11

14

8

자체

12.2~12.6

9

3

위탁

3.4~3.10

12

1

위탁

4.23~6.1

12

6

자체

5.7~5.14

4

1

위탁

베트남 VUPDA 스마트&그린시티 교육워크숍

5.17~5.18

180

1

공동

KOICA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과정

6.4~6.20

19

8

위탁

베트남 AMC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연수

8.20~8.31

22

1

위탁

10.28~11.3

12

1

자체

11.2~11.9

10

1

위탁

12.13~12.14

10

1

위탁

2.22~2.28

9

1

위탁

4.1~4.5

6

1

공동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흥도시
개발전략과정
ADB 지원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
: 토지수용과 재정착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
: 국토·지역개발계획 및 정책과정
KOICA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

2012

연수기간

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연수
KOICA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관리자급 초청연수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교육
에콰도르 공무원 위탁교육연수
: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과정
2013
WB 인도 도시개발부 고위공무원 교육연수
: 한국의 민관협력 경험을 토대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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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년도

과정명
WB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16

1

공동

KOICA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

7.6~7.20

14

3

위탁

제1차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9.9~9.13

8

5

공동

제2차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9.30~10.4

7

5

공동

제3차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10.21~10.25

29

11

공동

KOICA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공무원 초청 연수

10.21~11.1

10

1

위탁

10.31~11.6

11

3

위탁

11.4~11.15

14

7

자체

11.11~11.15

31

11

공동

11.18~11.28

22

1

자체

3.11~3.24

7

1

위탁

4.7~4.23

16

3

위탁

제1차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

4.28~5.2

12

7

위탁

제2차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

5.26~5.30

8

8

위탁

6.2~6.14

8

1

위탁

제3차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

6.16~6.20

10

7

위탁

KOICA 알제리 국토개발과정

8.18~8.28

15

1

위탁

8.25~8.29

10

1

위탁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8.25~9.6

15

7

자체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9.2~9.4

24

21

위탁

10.12~10.16

5

1

위탁

제4차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

10.13~10.17

19

11

위탁

제5차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연수

11.10~11.14

28

11

위탁

KRIHS-IDB 지속가능한 중남미 신흥도시를 위한
ICT 적용 과정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 연수: 공간정보
정책 및 계획과정
제4차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베트남 건설부 초청 연수: 국토 도시개발 및
관리과정
KOICA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초청연수
KOICA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
2차년도

KSP 미얀마 정책자문 (양곤 남서부 개발) 사업,
초청연수

2014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초청연수
1차

베트남 토지정보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초청연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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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인원(명) 참가국(수) 교육 유형

4.29~5.4

도시화 지식 플랫폼(UKP) 스터디 투어

2013

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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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년도

과정명

11.10~11.21

15

1

자체

KRIHS-ADB 지방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11.24~11.28

8

7

위탁

11.26~12.2

12

1

공동

12.1~12.12

12

3

자체

12.9~12.12

13

9

공동

3.22~3.28

7

1

위탁

3.30~4.6

10

1

위탁

4.6~4.9

5

1

위탁

4.5~4.25

12

3

위탁

KRIHS-WB 네팔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

4.13~4.17

28

1

공동

KSP 베트남 홍강 양안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4.13~4.18

10

1

위탁

4.27~5.1

5

1

공동

7.6~7.14

14

10

공동

7.27~7.31

15

1

공동

10.4~10.10

11

8

자체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

10.22~11.7

15

1

위탁

미얀마 토지정보화 역량강화 초청연수

12.6~12.12

6

1

자체

KRIHS-WB 1차 초청연수 : 주택·토지분야

11.30~12.5

20

8

공동

KRIHS-WB 2차 초청연수 : 메트로관리

12.14~12.19

21

8

공동

5.23~5.28

12

5

공동

KRIHS-WB/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5.30~6.2

34

23

공동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6.5~6.18

19

12

위탁

KRIHS-WB 낙후지역 개발 워크숍

7.5~7.9

18

11

공동

프로그램
스마트 녹색도시인프라 초빙연수 2차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KSP 베트남 원전관련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스리랑카 녹색도시인프라 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초청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RIHS-WB 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2015

초청연수 1차
2015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WB-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2차)
KRIHS 연구연수
(Understanding GI Policy and Planning)

201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2016

부록

참가 인원(명) 참가국(수) 교육 유형

스마트 녹색도시인프라 초빙연수 1차

KRIHS-WB 부탄 도시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2014

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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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년도

2016

과정명

연수기간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 (2차년도)

8.29~9.11

15

1

위탁

11.14~11.17

12

7

공동

12.6~12.9

10

3

자체

5.29~6.3

12

5

공동

7.11~7.13

13

7

공동

6.28~7.1

14

1

위탁

7.6~7.22

20

5

위탁

8.27~9.9

11

3

위탁

9.4~9.7

13

7

공동

10.23~10.27

10

1

공동

12.11~12.16

27

10

공동

5.13~5.18

9

1

위탁

6.21~7.11

18

5

위탁

9.3~9.7

19

6

공동

9.17~20

36

11

공동

10.15~18

19

11

공동

10.29~11.10

19

4

위탁

2.18~2.23

55

14

공동

KRIHS-WB 공동워크숍
: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초청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KRIHS-WB 공동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
(3차년도)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2차년도)

2017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 강화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KRIHS-WB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투어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2017 메트로랩
베트남 국토종합개발전략 관계자 초청연수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3차년도)
KRIHS-ADB 공동워크숍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및 경험
KRIHS-WB 공동워크숍 : 국토균형발전

참가 인원(명) 참가국(수) 교육 유형

2018
2018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IUDA)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2차년도)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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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개최년도

과정명
2018~2019 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10

1

위탁

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5.20~24

19

11

공동

KRIHS-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관리

6.17~6.21

32

6

공동

KRIHS-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

9.2~9.6

26

6

공동

9.23~27

20

6

위탁

9.2~23

14

1

위탁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현지연수
2020

부록

참가 인원(명) 참가국(수) 교육 유형

4.15~20

정책실무자 연수

2019

연수기간

KRIHS-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1차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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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세미나 지원(2011~2020)
일시
2011.2.10

2011.6.30~7.1

2011.7.5

2011.7.13

2011.7.15

2011.8.25~27

2011.9.1

2011.10.7

2011.10.13

행사명
KRIHS-런던대학(UCL) MOU 체결 기념 국제세미나

KRIHS-WB UKP 동아시아 런칭 세미나

코엑스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KRIHS-OECD 국제세미나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KRIHS-미국 GSU-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 공동

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안양/한국)

도시계획 국제심포지엄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국제

경주대학교,호텔현대
(경주/한국)
일산 KINTEX

심포지엄

(일산/한국)

KRIHS 개원 33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기후변화·물·삶의

국토연구원

공간

(안양/한국)

UN-Habitat와 한국 시민사회·공공부문과의 협력강화를

국토연구원

위한 세미나

(안양/한국)

2011.11.14

한·일 문화클러스터 발전전략 국제워크숍

2012.4.27

(안양/한국)

Regional Development)

제15차 GIS 국제세미나

2011.11.18

국토연구원

KRIHS 독일 IOER(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and

2011.10.27

2011.11.16~18

개최장소/국가

제20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일산 KINTEX
(일산/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오키나와/일본)

환황해권(한·중·일) 상생협력을 통한 새만금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안양/한국)

2012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표 및 토론회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베트남건축도시

2012.5.17~18

한국형 그린-스마트시티 정책워크숍

농촌연구원
(하노이/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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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2

2012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2012.6.28

도시재생과 콤팩트시티 국제세미나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일시
2012. 9.12

제1회 KRIHS-WB 정례워크숍

2012.9.25

제21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2012.10.11~12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ICG-TEK 2012

2012.10.16~19

도시화지식플랫폼(UKP) 남아시아지역 워크숍

2012.10.17~19

제23차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기구(EAROPH) 세계대회

2012.10.19

2013.6.18

2013.7.24
2013.7.31~8.2
2013.8.22

2013.9.25~26

코엑스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EXCO
(안양,대구/한국)
EXCO
(대구/한국)

(안양/한국)

KRIHS-일본 국토기술정책연구소 공동워크숍

2013.6.5

(전주/한국)

국제세미나

2013.3.19

2013.5.13

세계은행 본부
(워싱턴 D.C./미국)

국토연구원

KRIHS-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 공동워크숍

2013.4.25

개최장소/국가

활동기반 교통시물레이션 적용과 ICT 영향에 관한

2012.11.22

2013.4.4

부록

행사명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츠쿠바/일본)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해외도시방재

국토연구원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안양/한국)

2013 OECD 한국 도시정책보고서 한국어판 발간 기념

국토연구원

콤팩트시티 워크숍

(안양/한국)

2013년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토지감측규획원
(간쑤/중국)

한국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KRIHS-조지워싱턴대학교

국토연구원

공동워크숍

(안양/한국)

아시아지역 도시개발협력 증진을 위한 KRIHS-WB

국토연구원

공동워크숍

(안양/한국)

스마트(Smart)·그린(Green) 수도권 개발전략에 대한

국토연구원

지식공유 공동워크숍

(안양/한국)

메가이벤트 계획 국제 포럼

(광주/한국)

KRIHS-퀘백대학교 국가과학연구원 도시계획 경험공유

국토연구원

세미나

(안양/한국)

문화전략과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아시아에서

국토연구원

아래로부터의 정책 혁신

(안양/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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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10.14~18

2013.11.7

2013 아시아 스마트·그린시티 포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공동워크숍

2013.11.14~15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ICGIS) 2013

2013.12.4~6

제22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2013.12.10

2014.2.27

2014.4.28~ 5.2

2014.5.2
2014.7.4~6
2014.7.29

2014.8.27~28

2014.10.7

한·일 공간분석 세미나
Seminar of the Study of Aterial Railway Network on
Cambodia, Lap PDR, Myanmar, Vietnam and Thailand
서울메트로랩 국제협력 포럼

도시화 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프로그램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특성에 관한 한·중 국제워크숍
도로교통안전 선진화 방안을 위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2014
KRIHS 개원 3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국토정책의 도전과

개최장소/국가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LA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
(로스엔젤레스/미국)
코엑스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도쿄대학교 고마바캠퍼스
(도쿄/일본)
The Royale Chulan Hotel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서울 글로벌센터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제주/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서울/한국)
명동 페럼타워

기대

(서울/한국)

2014.10.22

Poland-Korea Knowledge Exchange Workshop

(안양/한국)

2014.10.27

제2차 IDB-KRIHS 워크숍 개최

2014.10.28

제3차 WB-국토연구원 정례워크숍 개최

2014.11.4

고령화 사회의 역모기지 현황과 과제

2015.1.13

KRIHS-콜럼비아대학 도시재생 합동세미나

2015.2.9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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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미주개발은행 본부
(워싱턴 D.C./미국)
세계은행 본부
(워싱턴 D.C./미국)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독일 라이프니츠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IOER) 관계자

국토연구원

내원 워크숍

(안양/한국)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내원기념 워크숍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일시
2015.2.11

2015.2.26

2015.3.20~22

2015.3.24

2015.4.10

2015.4.14

2015.4.14

2015.5.14

2015.5.15

국토연구원

종합연구소·국토연구원 합동 국제세미나

(안양/한국)

복원력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발굴 세미나

한·일 공동워크숍

콜롬비아협력청(APC) 대표 방원 워크숍
2015 APNHR Conference: Housing 2.0-Search for New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한국)

도시복원력 강화방향 : 미국과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구 엑스코

홍수재해 대응을 중심으로

(대구/한국)

베트남 도시개발관리법 제정 및 관련법 정책제언을 위한

국토연구원

워크숍

(안양/한국)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SCAG)-KRIHS 공동 워크숍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개발대학원 재학 해외공무원 내원

국토연구원

간담회

(안양/한국)

2015.6.3

국토개발·도시재생·스마트시티 워크숍

2015.8.7

아순시온 첨단교통체계 성과발표 워크숍

2015.9.14~18

우드로윌슨센터
(워싱턴 D.C./미국)

Paradigm for Collaborative Housing

로스엔젤레스와 서울의 교통으로 인한 건강영향 워크숍

2015.9.9~12

개최장소/국가

제4회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정책

2015.5.29

2015.8.26

부록

행사명

2014~2015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국내공유세미나

2015년도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오픈소스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연구단 –UN
국제협력회의

2015.9.16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ICGIS

2015.10.8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urasia SDI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아순시온 시립극장
(아순시온/파라과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서울/한국)
중국토지감측규획원
(청도/중국)
더케이호텔서울
(서울/한국)
더케이호텔서울
(서울/한국)
제주 ICC
(제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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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11.2

‘기후변화에 따른 한국의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간담회

2015.11.3

도로교통안전 국제세미나

2015.11.4

세계도로대회 특별 세션 ‘한국의 길’ 공동세미나

2015.11.12

제3회 국제주택금융 포럼

2015.11.17

제24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2015.11.24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비전에 대한 국제세미나

2015.11.30

WB와의 정례워크숍

2015.12.1

IDB과의 정례워크숍

2015.12.1

한·일 마이크로지오 데이터(MGD) 국제심포지움

2015.12.9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5.12.14. ~15

2015.12.16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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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UN-Habitat 국제 Conference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연구

개최장소/국가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COEX
(서울/한국)
COEX
(서울/한국)
여의도 콘래드 호텔
(서울/한국)
일본 Sunroute NARA 호텔
(나라/일본)
건설회관
(서울/한국)
세계은행
(워싱턴 D.C./미국)
미주개발은행
(워싱턴 D.C./미국)
도쿄대학 고마바캠퍼스
(도쿄/일본)
서울 시티클럽
(서울/한국)
송도 컨벤시아
(인천/한국)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컨퍼런스

(서울/한국)

KRIHS-동경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MOU 체결 기념

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안양/한국)

2016.2.16

한·코스타리카 지식다이얼로그 토론회

2016.3.22

KRIHS-태국 탐마삿대학 도시환경계획 워크숍

2016.4.21

한·호주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책협의회

2016.5.12

제5차 NILIM-KRIHS 국제공동세미나

2016.5.16

도로정책 국제세미나

Real Inter-Continental Hotel
(산호세/코스타리카)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일본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
(츠쿠바/일본)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일시
2016.5.24

라오스 에너지 자원부와의 워크숍

2016.5.26

조지워싱턴대학과의 포용적 국토개발 워크숍

2016.6.1

KRIHS-WB 지식교환 워크숍

2016.6.3

대도시 대중교통정책 워크숍

2016.6.15

2016년 한·중 국토정책세미나

2016.7.7

WB 지식교환 역량 강화 워크숍

2016.7.12

KRIHS-IDB 스마트시티 국제정책세미나

2016.7.12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워크숍

2016.7.14

KRIHS-OECD 사무국 국제회의

2016.7.22

일대일로에 대응한 총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한·중
워크숍

2016.7.26

한국의 GIS 기술 소개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회의

2016.9.2

2016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ICGIS)

2016. 9.26~30

부록

행사명

한·러 협력을 위한 지식공유 및 실무협력 프로그램

2016.9.28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교통계획의 역할과 과제

2016.10.17

UN-Habitat Ⅲ Side Event

2016.10.18

UN-Habitat Ⅲ Networking Event

2016.10.21

KRIHS-Findeter 공동워크숍

2016.10.24

도로교통안전 국제세미나

개최장소/국가
라오스 에너지자원부 본부
(비엔티엔/라오스)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신라스테이
(제주/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IDB 본부
(워싱턴 D.C./미국)
Marriot Reforma 호텔
(멕시코시티/멕시코)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어브리츠 호텔
(장춘/중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The K-호텔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더케이호텔서울
(서울/한국)
Casa de la cultura Ecuatoriana
(키토/에콰도르)
Casa de la cultura Ecuatoriana
(키토/에콰도르)
Findeter 본부
(보고타/콜롬비아)
국토연구원
(안양/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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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10.31

2016.11.7~11

행사명
도시복원력 강화방안 국제 공동연구 세미나

제3차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엄

2016.12.7

2016 스마트시티 국제컨퍼런스

2016.12.11

제5차 KRIHS-WB 연례 워크숍

2016.12.15

제4차 KRIHS-IDB 연례 워크숍

개최장소/국가
우드로윌슨센터
(워싱턴 D.C./미국)
서울시청
(서울/한국)
송도 컨벤시아
(인천/한국)
세계은행 본부
(워싱턴 D.C./미국)
미주개발은행 본부
(워싱턴 D.C./미국)
New York City Economic

2017.2.25~3.5

미국 도시재생사례 현지조사 및 수행기관 세미나

Development Cooperation:
NYCEDC
(뉴욕/미국)

2017.3.14

2017.5.9~11

2017.5.24

2017. 6.9

2017.6.14

2017.6.15~18

2017.6.20

2017.7.4

2017.7.10

2017.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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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재해대응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방향’
국제세미나 개최
IDB-KRIHS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최종 워크숍
ADB 브라운 백 세미나: 도시 분야 그룹 지식공유 세션
KSP 정책자문 ‘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서울시립대학교국제도시과학대학원 방원 워크숍
2017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주최국
세미나(Host Country Seminar)
GDSS 구축사업 1차 의견수렴 세미나

2017 제2차 유라시아 포럼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보고회
KRIHS-WB 공동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Ⅱ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인천/한국)
SECOVI
(상파울로/브라질)
아시아개발은행
(마닐라/필리핀)
스리랑카 도로부 본부
(콜롬보/스리랑카)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제주 ICC
(제주/한국)
동아 플라자호텔
(타이응웬성/베트남)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한국)
아순시온 시청
(아순시온/파라과이)
웨스틴 조선호텔, 여의도
콘래드호텔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일시
2017.7.12

2017.8.16~8.19

2017.8.17

2017.8.31

2017.9.4

2017.9.4

2017.9.5

2017.9.8

2017.9.14

2017.9.19

2017.9.19~21

2017.10.18~21

2017.10.19

2017.10.24

2017.10.25~27

부록

행사명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푸트라자야 스마트시티 워크숍: 푸트라자야 스마트시티
청사진 마련을 위한 로드맵 참석

개최장소/국가
콘래드 호텔
(서울/한국)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매리어트 호텔

사업기획관리(PM)용역 중간보고회

(하노이/베트남)

2017년 공간정보 국제세미나(ICGIS)

양재 AT 센터
(서울/한국)

KRIHS-일본 도쿄대학 CSIS 학술교류회

국토연구원

: 일본의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사례

(세종/한국)

일본 지방도시연구팀 연구교류회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중국 일대일로 2.0시대 도래와 동북아 개발협력에 관한

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세종/한국)

도시재생 컨퍼런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일산 KINTEX

방향의 모색’

(일산/한국)

훈춘일대 초국경개발의 한·중 협력방안에 관한 한·중

연벤대학교

워크숍

(연길/중국)

KRIHS, 국토부, OECD RDPC 간담회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아르헨티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수립

IDB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무소

현지 착수회의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한·중 국토정책 국제세미나

토지감측규획원
(베이징/중국)

대도시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공유 모빌리티 활용

국토연구원

세미나

(세종/한국)

KRIHS-한국교통연구원(KOTI)-남가주정부연합(SCAG)

국토연구원

워크숍

(세종/한국)

제22회 아시아 건설회의

2017.10.27

2017~2018년 미얀마 KSP 착수보고회

2017.11.3

GDSS 구축사업 2차 의견수렴 세미나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한국)
띵가하 호텔
(네피도/미얀마)
사이공 락지아 호텔
(락지아시/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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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11.24

제26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2017.11.27~12.1

유엔 오픈소스 공간정보 이니셔티브 기술3 분과 워크숍

2017.11.28

KRIHS-WB 6차 연례워크숍

2017.11.28

기후변화 및 홍수대응 복원력 제고방안 세미나

2017.11.29

(벳부/일본)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세계은행 본부
(워싱턴D.C./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워싱턴D.C./미국)
벨기에 하셀트 대학교
(하셀트/벨기에)
미주개발은행 본부

KRIHS-IDB 5차 연례워크숍

2017.12.11~16

KRIHS-WB 2017 메트로랩 공동워크숍

2018.4.3~4

코메이 호텔

변화에 미치는 영향”

GDSS 구축사업 3차 의견수렴 세미나

2018.3.7

OECD 본부
(파리/프랑스)

국제공동세미나 “자율주행차 도입이 활동-통행패턴

2017.12.5~9

2017.12.22

개최장소/국가

OECD Round Table

2017.11.27~29

2017.11.28

(워싱턴D.C./미국)
동아프라자호텔
(하노이/베트남)
도쿄개발학습센터 (TDLC)
(도쿄/일본), 롯데호텔 (서울/한국)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co-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working 플랫폼’

(세종/한국)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연계 국토종합개발 전략 수립 베트남
현지워크숍
Computational Design in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CODE

(하노이/베트남)
창원 컨벤션센터

2018) 특별세션

(창원/한국)

페루 피우라 주정부 공동워크숍

(세종/한국)

2018.5.14

KRIHS-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VIDS) MOU 체결식

(세종/한국)

2018.5.15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우드로윌슨센터 협동세미나

(세종/한국)

2018.6.19

한·베트남 그린 스마트개발 및 PPP 포럼

2018.4.9~12

2018.6.20

20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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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하노이 롯데호텔
(하노이/베트남)

2018 KRIHS-IDB(IDB) Visiting Scholar Program 1차

국토연구원

착수세미나

(세종/한국)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개발

국토연구원

해외전문가 화상회의 1차

(세종/한국)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일시
2018.6.30

파나마 시정부 방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업무협의회

2018.7.2

2018 KRIHS-IDB Visiting Scholar Program 최종워크숍

2018.7.3

(세종/한국)

베트남 건설부 회의실
(하노이/베트남)
베트남 자원환경부 회의실
(하노이/베트남)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연계 국토종합개발 전략 수립

베트남 건설부

연구성과 공유 세미나

(하노이/베트남)

2018.9.10

2018 KRIHS-IDB Visiting Scholar Program 2차 착수세미나

2018.9.10

해외석학 전문가 세미나

2018년 한·중 국토정책세미나

2018.9.13

2018년 공간정보 국제세미나(ICGIS)

2018.9.14

한·일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회의

2018.10.16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업무협의회

2018.9.20

(서울/한국)

해외전문가 화상회의 2차

2018.8.9

2018.9.17

콘래드호텔

국토연구원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업무협의회

2018.9.10~13

개최장소/국가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개발

2018.8.9

2018.8.22

부록

행사명

KRIHS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균형발전정책과
포용국토
WB 아프가니스탄 사업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2018 한-ADB 환경 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워크숍: 도시 및
교통 세션

2018.10.17

중국 절강공상대학 방문세미나

2018.10.19

제1회 글로벌 개발협력 콜로키움

2018.11.06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원(CIEM) 방원 행사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메종글래드호텔
(제주/한국)
(서울/한국)
토즈세종센터
(세종/한국)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한국)
웨스틴조선호텔
(서울/한국)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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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11.06

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세종/한국)

주한코스타리카대사 예방

2018.11.13

캄보디아 공무원단 방원 워크숍

2018.11.14~17

KRIHS-파나마시티정부 MOU 체결식

제9회 동아시아 대안지리학대회

2018.12.10~12

제27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2018.12.13

WB OLC 관계자와의 업무협의회

2018.12.18

제1회 글로벌 부동산시장연구 포럼

2019.3.11
2019.3.15
2019.4.16~19
2019.4.25

(세종/한국)
(동경/일본)
(파나마시티/파나마)
미주개발은행 본부
(워싱턴D.C./미국)
파나마시티 시정부
(파나마시티/파나마)

NILIM-KRIHS 스마트도시 워크숍

2018.12.10

2019.2.21

국토연구원

연구 킥오프 워크숍

2018.11.16

2019.1.23

(서울/한국)

KRIHS-IDB 중남미 시정부 주택정책 및 PPP 추진방안

제6차 KRIHS-IDB 연례워크숍

2019.1.7

주한코스타리카대사관

아시아공간통계 포럼(AFGS)

2018.11.15

2018.11.26~30

개최장소/국가

재난회복력 강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방향

2018.11.08

2018.11.14~15

118

행사명

(동경/일본)
대구대, 대구 EXPO
(대구/한국)
명동세종호텔
(서울/한국)
국토연구원
(세종/한국)
프레지던트호텔
(서울/한국)

파라과이 KSP 정책자문사업 현지 착수보고회 및

(아순시온/파라과이)

고위정책대화
제1회 동북아협력 콜로키움-남북교류시대 두만강유역

(세종/한국)

개발협력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 수립 과제 용역 착수

(하노이/베트남)

컨설테이션 워크숍 현지 착수보고회
파라과이 KSP 정책자문사업 현지세미나

(아순시온/파라과이)

경기도 신산업 수요조사 및 산업입지 개발방안 수립용역

(세종/한국)

해외전문가 특강
파라과이 KSP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세종/한국)

라오스 사바나켓 특별경제구역 지리공간정보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사업 사업수행 용역 착수보고회

(비엔티안/라오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일시

개최장소/국가

2019.5.13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 방원 행사

(세종/한국)

2019.5.24

서울시립대학 국제과학도시대학원 방원 행사

(세종/한국)

2019.6.12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서울/한국)

2019.6.26

파라과이 KSP 정책자문사업 현지 최종보고회

(아순시온/파라과이)

2019.7.1

해외전문가 초청 미래교통정책 세미나

(세종/한국)

2019.7.9

해외석학(John Byrne) 특별강연세미나

(세종/한국)

2019.8.7

베트남 사회주택 주거실태조사 착수보고회

2019.8.8

2019 공간정보 국제세미나(ICGIS)

(서울/한국)

2019.8.22

베트남 국제공공외교 연구원 방원 행사

(세종/한국)

2019.8.26~27

제4차 UN Open GIS 이니셔티브 워크숍 개최 (루마니아)

2019.8.28~29

한국 국토발전 모델의 성찰: 국제개발협력에의 함의 워크숍

2019.9.9

2019.9.20

베트남의 국토사례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해외전문가 간담회
2019 GDPC ACADEMY 9회: The Art of Knowledge
Exchange Workshop (Dr.Phil Karp)

(하노이/베트남)

(부크레슈티/루마니아)
(서울/한국)
(세종/한국)

(세종/한국)

2019.9.25

WB 관계자 및 개도국 공무원 방원 행사

(세종/한국)

2019.10.2

베트남 건설부 및 교통부 공무원 방원 행사

(세종/한국)

제28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도쿄/일본)

2019.10.30~11.1
2019.11.16

2019 중국 사회과학 포럼

2019.11.27

한·베트남 국제세미나

(세종/한국)

2019.11.27

오픈소스 공간정보 관련 해외전문가 초청 특강

(세종/한국)

2019.12.10

KRIHS-IDB 제7차 연례워크숍

2019.12.10~12

아프가니스탄 NSSP 대통령·장관 보고 및 정부관계자
네트워킹_터키 이스탄불

(길림성 연길/중국)

(워싱턴 D.C./미국)
(이스탄불/터키)

2019.12.11

KRIHS-WB 제7차 연례워크숍

2019.12.16

해외 전문가 특강(Duncan Smith)

(세종/한국)

2019 AFGS(아시아 공간-통계 포럼)

(서울/한국)

2019.12.18~19
2020.07.29

부록

행사명

새로운 형세하의 중한경제협력의 새로운 과제 학술회의

(워싱턴 D.C./미국)

(온라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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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국제공동연구 및 수탁사업(2011~2020)

년도

과제구분
국내수탁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국내수탁

한국형 신도시 개발

국내수탁

국토해양 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2011

과제명

국내수탁

해외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전략과제
대응방안 연구
한·태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분석사업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
2011년도 한-AD(UAE) ICT분야 협력사업:
한국의 국가 GIS 경험과 양국 협력방안
UN-GGIM 창립총회 의제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
한·중 FTA 심층연구: 건설 및 정부조달
분야 (2차년도)
중국 동북지구 구역발전계획의 특성분석
연구
카메룬 건설시장 진출방안 연구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주택토지·건설경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토해양부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연구센터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

국토정보연구본부

한국개발연구원

GIS연구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건설경제전략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설경제전략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산업연구원

2012
해외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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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2개 도시 통합관제센터(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년도

과제구분
해외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과제명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 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1단계)
네팔 룸비니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 용역 계약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World bank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계획연구본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사우디아라비아 2012년
국내수탁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국토계획연구본부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OECD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산업연구원

도시연구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계획연구본부

GGGI

공유사업 중 지역발전정책 부문
해외수탁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2012
국내수탁

국내수탁

해외수탁

국내수탁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구체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전략 연구
아시아 개도국과의 녹색도시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National Territorial Vision and Strategy for
Green Growth towards 2030
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국토건설
및 환경분과 연구관리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중국 동북지역 교통체계 발전 전망과
국내수탁

우리의 대응방안 중 ‘중국 동북지역

국토계획연구본부

한국교통연구원

지역발전 현황 및 계획의 특성 분석’
해외수탁

2013

국내수탁

국내수탁

부록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시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전략수립 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전략수립 연구

국토인프라연구본부

한국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

국토인프라연구본부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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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구분
해외수탁

과제명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RFP)설계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미주개발은행

국토인프라연구본부

World bank

개발도상국 대도시의 ICT 산업
해외수탁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사례연구(2차년도)

해외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2013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사업 PMC 용역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지원사업
카자흐스탄 NGIS 구축방안 연구

국내수탁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수탁
해외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공동

해외수탁

국내수탁

122

서민주택개발정책 툴킷 개발

국내수탁

국내수탁

2014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해외건설 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현황 조사
OECD 압축도시 시뮬레이션 모형 연구
녹색 성장형 토지이용계획 한국사례
연구
중국 서부지구 지역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분석 연구
중국 중부지구 3개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Ⅱ)
지속가능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ASEAN
철도망 연구
2013년 경제발전 공유사업 미얀마
정책자문
건강도시에 대한 TOD 영향 국제비교
연구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현황 및 편익
사례연구
2015년 한·중남미 지식공유 포럼을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사업 사례분석
유라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도로, 항공 부문)

주택토지연구본부

한국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

국토인프라연구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토정보연구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토정보연구본부

국토교통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토교통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국토계획연구본부

OECD

글로벌개발협력센터

World Bank

국토계획연구본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산업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외교통상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미주개발은행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미주개발은행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년도

과제구분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2014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과제명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III(총괄)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미얀마)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중장기 발전방안)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베트남 원전)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쿠웨이트)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스리랑카)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정책자문 Ⅲ(베트남 홍강)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내버스 교체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중국 환발해지역 발전계획의 특성 및
도시경쟁력 분석연구
중국 서부지역 2개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한·러협력
추진방안 I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기획재정부

국토계획연구본부

기획재정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기획재정부

국토계획연구본부

기획재정부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기획재정부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기획재정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기획재정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국토계획연구본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산업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정보연구본부

동경대 공간정보과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센터
국토교통부

국내수탁

도시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방안 연구

국토계획연구본부

버지니아 공대

2015
국내수탁

해외수탁

해외수탁

부록

우드로윌슨센터,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지속가능한 스마트 교통도시의 중남미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KSP-ADB 공동컨설팅)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
탄자니아 PPP 컨설팅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첨단인프라연구센터

건설경제연구센터

국토교통부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수출입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탄자니아 국립도로청
(TAN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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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구분
해외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과제명
인도 타밀나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TNSUDP) 모델시티 시범사업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라오스)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총괄)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카자흐스탄)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World bank

국토계획연구본부

기획재정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기획재정부

국토정보연구본부

기획재정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기획재정부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계획연구본부

산업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공동

공동

2015년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캄보디아)
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PM) 용역
중국 동북지역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추진방안 II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1)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우드로윌슨센터,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도시복원력 제고방안 및 도시정책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해외전파방안 연구

2016

국내수탁

국내수탁

코스타리카 지식다이얼로그 구축사업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국 국가개발위원회
중합운수연구소
국토교통부,

홍수재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개도국
국내수탁

버지니아공대
메트로폴리탄 연구소

우드로윌슨센터,
버지니아공대
메트로폴리탄 연구소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코스타리카 주택주거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대중러지역경제연구원

2016 KRIHS-WB/OLC blended Learning
해외수탁

Workshop on Sustainable Urban Land

글로벌개발협력센터

World bank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

World bank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미주개발은행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

한국국제협력단

Use Planning and Management
해외수탁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연구

해외수탁

중남미국가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국내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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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그린시티 도시계획 수립사업
사업기획관리(PM) 용역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년도

과제구분
국내수탁

국내수탁

과제명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추진방안 III
중국 서남부지역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산업연구원

첨단인프라연구센터

한국수출입은행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첨단인프라연구센터

한국국제협력단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한국국제협력단

인프라정책연구센터

기획재정부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우드로윌슨센터

첨단인프라연구센터

벨기에 하셀트대학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SP 건설 인프라 분야
국내수탁

정책자문)스리랑카 캔디시 교통망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16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공동

공동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지원연구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 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 PMC 용역
주요국 사회간접자본(SOC) 성능평가제도
분석 및 국내 정책적 시사점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국내수탁

접경지역 개발협력방안 연구: 훈춘일대를
중심으로
(KSP-IDB 공동컨설팅) 아르헨티나

해외수탁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인프라정책연구센터

수립
2017

국내수탁

국내수탁

해비타트Ⅲ 의제(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2017~2018년 KSP 경제발전 분야 미얀마
정책자문

한국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

도시정책연구센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분석센터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베트남 도시개발학회

국토정보분석센터

해외건설협회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산업연구원

주민주도형 재해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동

한국형 도시방재 적용에 대한 예비조사:
베트남 후에시와 탐키시를 사례로

국내수탁

국내수탁

부록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
중국 서북부지역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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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과제구분
국내수탁

2017

국내수탁

국내수탁

공동

국내수탁

국내수탁

공동

공동

공동

공동

과제명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종합서비스 산업
성장사례 및 시사점 연구
대도시권 실태평가 지표개발 및 주요
대도시권 비교평가 연구
국내·외 부동산개발업 운영현황 및
개발방식 조사연구
교통비용을 고려한 주거부담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베트남 맞춤형 스마트 물관리기술
동반수출 전략수립 용역
베트남 북남 고속도로사업의 경제적
파급 영향과 국토개발 활성화 전략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연구
대도시권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연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KRIHS-IDB 중남미 무허가주거지
개선방안 연구
KRIHS-IDB 도시정비방안 한·중남미
비교연구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토지정책연구센터

국토교통부

지역경제연구센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연구센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연구센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

해외건설협회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해외건설협회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University College
London
베트남 발전전략연구원
World bank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미주개발은행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미주개발은행

2018
국내수탁

공동

국내수탁

해외수탁

해외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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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중국 동부지역 도시군의 발전 전망과
시사점
문화창조 산업을 활용한 한국의
도시재생 사례연구
중남미 도시지역 저렴주택 공급 및
민간참여 방안 연구
KSP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베트남 사회주택 개발 종합정책수립 사업
PMC 용역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베트남 도시개발학회

도시재생연구센터

Clark University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산업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미주개발은행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미주개발은행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한국국제협력단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년도

과제구분

2018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2019

국내수탁

해외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과제명
라오스 사바나켓주 특별경제구역
지리공간정보 구축 및 역량 강화사업
2019년 학연연계 사업화 선도모델
지원사업(글로벌 스마트시티 부문)
국제 다국가 경유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1차)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사업연구 3: 환경수자원사업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사업연구 1: 패키지사업
한반도 평화 도래 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방안
중남미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도출
및 사업 발굴 연구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방안 연구 I
스리랑카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역량 강화 사후관리 현장사업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국제 다국가 경유하천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2차)
국제협력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국토정보분석센터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과학기술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

국토교통부

국토환경·수자원연구본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도시연구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도시연구본부

국토교통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방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개발협력센터

World bank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국토교통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토교통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한국국제협력단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육아정책연구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
국내수탁

교통체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부록

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도시의 공간분석
주요 AET 시스템 운영국가의 시스템
체계 비교분석 연구
파키스탄 카라치 IT Park 건립사업 FS
용역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산업입지연구센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127

년도

과제구분
해외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과제명
중남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공공공간
설계를 위한 한국사례 및 시사점 연구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
아세안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고도화 연구

담당부서

발주처(공동연구기관)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미주개발은행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국방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글로벌개발협력센터

UN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수탁

해외진출방안

2020
국내수탁

국내수탁

국내수탁

공동

128

에코스마트시티 사업추진 및

UN PKO 활동지원을 위한
기술기여(스마트캠프) 방안 연구 II
KSP 베트남 균형발전 정책 수립
지원사업
KSP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CNDP)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UN 하이브리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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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국토연구원 영문 발간물 (2011~2020)
1. Space & Environment
제호

발간연월

제목
The Vision and Strategies of Korea's New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S&E 42호

S&E 43호

2011. 4.

김영표

Korea's Spatial Restructing through 'Saemaul Undong'

소진강

Investment Evaluation Methods for Smart Infrastructure

오성호

Saemangeum : A Role Model of Green Growth

양하백

Build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with Oil, Gas, and Mineral Development

김성일

A Korean Model for the Diagnosis and Forecast of Real Estate Market Trends

이수욱

Huge Challenges ahead for Korea's Local Governments : Immigrant Integration

박세훈

2011. 6.

Peninsula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towards Waterfront Area

Policies

2011.1

정일호
최혁재

Urbanization and Urban Policies in Korea

박재길

A Korean Green Island : Ulleungdo

왕광익

Korea to Develop and Aplply Low Carbon Green National Territory Index

김명수

the Metropolitan Area

부록

이범현

Development Plan for New Town Project in Rural Areas

Change in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Mega Economic Region and Growth of

S&E 46호

이상준

2011.8
Scheme for Consolidating Linkage between Housing and Transportation

S&E 45호

박형서

Korea Carves out 'Global Soft Territory'

The Visiong and Strategies for the West Coast Region of the Korean

S&E 44호

제1저자

임은선

Future Prospects of Korea's National Territory

이용우

Industrial Location Policy Directions for Green Growth

류승한

Diagnosis and Forecast of Real Estate Market Using Consumer Sentiments

이수욱

Establishing a Housing Safety Net for the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천현석

2011.12

129

제호

발간연월

S&E 47호

2012.2

S&E 47호

S&E 48호

S&E 49호

제목

제1저자

Strategies for Global City-Regions in Korea

김동주

Water Management Policies to Prepare for Climate Change

심우배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Using Regional Assets

이왕건

The Transit-Oriented Corridor : A Path to Green City Development

서민호

Conflict Management Using Q Methodology in Territorial Development

박형서

Smart Future City : Social Changes in the Age of U-city

이진희

Baby Boomers' Retirement and Strategies on Boosting Rural Areas

김창현

Smart Growth and Location Industry in the Capital Region

강호제

North Korean Cities' Economic Development Potential and Future Tasks

이상준

Prediction of Land Use Change through Spatiotemporal Pattern Analysis

김대종

Policy Direction for Changing Housing Market Environment

이수욱

Real Estate Policies Tailored for Regional Sub-Markets

박천규

Development Potential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in the NK·C·R Border Region

김천규

2012.2

2012.4

2012.6

Advanced Measures for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Green Growth
S&E 50호

2012.8

and Integration Era

김종원

SOC Investment Effects during the Economic Fluctuation Period

김민철

Cultural Cluster Strategy as a Tool for Urban Revitalization

박세훈

The 23rd EAROPH World Congress Succesfully Held in Daegu
Future of the National Territory by Region
S&E 51호

2012.1

이용우

Regeneration Projects to Improve Competitiveness of Decrepit Industrial
Complexes

S&E 52호

S&E 53호

2012.12

2013.2

Building a Disaster Resilient Cit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심우배

Future of National Territory by Region

이용우

National Minimum Standards for Transportation Services

고용석

A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at the Community Level

왕광익

Housing Issues in Korea’s Rural Village and Policy Measures

강미나

Development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Korea’s Global
Cooperatio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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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순

조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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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발간연월

제목
Demographic Change and Spatial Transformation in Korea: Recent

S&E 53호

2013.2

Development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S&E 55호

2013.4

2013.6

박태선

Diagnosis of Healthy Cities in the Era of Well-being

김태환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왕광익

Center for Urban Regeneration Policy

유재윤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Housing Support Service System

김혜승

Support for “Government 3.0” Paradigm Utilizing KOPSS

김대종

Urban Disaster Prevention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Disaster: Heavy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of KRIHS
Assessment of Urban Disaster Vulnerability and Measures for Adaptative
Capacity Improvement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and Market Strategies in National
2013.9

Infrastructure Sector in G20 Era
Infrastructure in the Low Growth Era: Changes in Urban Space and Soft
Infrastructure
Road Policy Research Center
Feasibility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Operation and Control
Center in Two Latin American Cities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S&E 57호

2013.12

Travel Behavior
Phenomenon and Prospect of Post New Cities : Application of Urban
Regeneration for Sustainability
Center for Real Estate Market Analysis
Practical Strategies for Trans-border Cooperation in Amnok River Region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New Industrial Location Policy for Job Creation

S&E 58호

한우석
사공호상
심우배

김성일

조판기
김호정
이상건

이백진

이범현
박천규
김천규
강호제

2014.6
Introduction of Ecological Network for Spatial Plans Aiming to Balance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in Korea
Center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tudies

부록

조남건

Smart Green City

Rainfalls and Heat Waves

S&E 56호

박세훈

The Paradigm Shift and Policy Direction in River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Cost Sharing Systems for Infrastructure between
S&E 54호

제1저자

박종순
이상준

131

제호

S&E 59호

S&E 60호

S&E 61호

S&E 62호

발간연월

제목

제1저자

Cooperation in Eurasia: Korea's Vision and Strategy

이재영

Silk Road Express: for the Success of the Eurasia Initiative

서종원

Strategies to Develop Industrial Clusters in Primorsky

조진철

Korea Explores Strategy at Eurasian Knowledge Network Forum

정일호

National Guidance to Promote Korean Urban Regeneration

박중은

Urban Regeneration: Two-Pronged Project

이왕근

Financing Urban Regeneration: Challenge and Opportunity

유재영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Built on Cultural Heritage

김효정

Building a Smart and Safe City: Focus on Reducing Crime

이재영

Mitigating Disaster through Urban Planning

한우석

National Risk Management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최충익

The Crisis of Aging SOC Compels Safety Countermeasures

조혜진

Changing Landscape of Private Rental Market in Korea

박미선

2014.7

2014.1

2015.4

2015.7

A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Changes in Property Tax

박준

Developing Housing Finance Policy in a Changing Housing Market

박천규

Measures to Utilize Mobile Big Data for Spatial Policy

김종학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Activity-Based Simulation Model to
Ehnance the Effectiveness of Trasportation Policy
S&E 63호

2015.11
The Application of Big Data in Transportation and the Need for Location
Privacy Protection

S&E 64호

S&E 65호

132

이백진

윤서연

Making a Nation Safe from Traffic Accidents

김준기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박세훈

Improving the Urban Living Environment for Senior Citizens

김선희

Transportation Policies in the Era of Aging

김준기

Enhanc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Cities

이동우

Directon and Tasks of National Urban Policy

김태환

Innovative City in the Era of Creative Economy

정우성

Cooperative Urban Development in Response to Metropolitization

임지영

Vibrant Urban Development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박소영

2015.12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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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S&E 66호

발간연월

2016.6

제목
Policy Planning for Regional Development of Different Types of Rural Areas

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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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Country Seminar) 총괄

2017 주한 조지아 대사 방원 간담회

2017 KRIHS-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 강화 연수 협력 시작

2017 KRIHS-WB 아프가니스탄 최고위급 스터디투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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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50

2018 제9회 세계도시 포럼 참석

2018 IDB 공동연구 ‘무허가 주거지 개선방안 연구’,
‘도시정비방안 한·중남미 비교연구’ 착수

2018 페루 피우라 주정부 공동워크숍 개최

2018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협력 시작

2018 KRIHS 4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2018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내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2019년

2019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단 방원
정책간담회

2019 UN PKO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캠프 착수

2019 한국 국토발전경험의 성찰 국제워크숍 단체사진

2019 UN Open GIS Initiative 루마니아

2019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현지연수

2019 WB 발주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착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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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메세지

한국의 경험적 지식을 빛나게 해주시는 GDPC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Great Korean people…
Great HUMANITY…
We all highly appreciated you all.

유현아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Pradeep Lakshantha (Sri Lanka)
Ministry of City Planning and Water Supply,
Senior Assistant Secretary

In the last 10 years the GDPC has
played a central and innovative role in
academic dialogue and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ideas between South
Korea and Latin America. We hope that
the GDPC will continue its extraordinary
work of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a more just and
human world.

개도국의 앞날을 훤히 밝혀주고 이정표를
제시하는 GDPC의 활약상, 앞으로도 영원하라~~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Pedro Abramo (Brazil)
Rio de Janeiro Federal University(UFRJ), Brazil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공적개발원조를 이끌어가는
GDPC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명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원

On the occasion of its 10th anniversary,
I am honored to send my warm
congratulations to GDPC for its impact
on developing world by presenting Korea
as a role model.
Ajmal Khan Shams (Afghanistan)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Former Deputy Minister of Urban Development

축하메세지

Congratulations for 10th Anniversary of
GDPC, KRIHS.

Aye Aye Thin (Myanmar)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Department of Planning, Assistant Director

우리나라 국토발전사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GDPC!
GDPC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은우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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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tend our heartiest congratulations
to GDPC for completing 10 years of
success! We look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you in to help clients to accelerate
their urban development projects.

Victor Mulas

Since my first visit in October 2017
to Korea. I got to know GDPC and its
been a privilege to know and learn from
their research and innovations. I whole
heartedly congratulate GCPC on its 10th
Anniversary and wish them many more
successes in the field or research and
development. Cheers

Tokyo Development Learning Center (TDLC)
Team Lead

Abdul Sami Abdurahimzai (Afghanistan)
Urban Development Support Project

GDPC의 10년주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노경미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원

G : GDPC가 놓아준 10년차 징검다리 덕분에
D : Data
 융합연구도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했습니다.
P : 앞으로 10년도 세계 평화(Peace)와
발전(Progress)의
C : 통로(Channel)이자

중심(Center)으로
세워져가길 응원합니다.

임은선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본부장

Special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 team from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on this milestone! I am glad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the
amazing GDPC team, over the last six
years, on many meaningful city and
country engagements together with the
World Bank. Happy 10th anniversary!
Jon Kher Kaw
The World Bank Senior Urba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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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Zin Zin Htike (Myanmar)
Ministry of Construction Department of
Highways Deputy Director(CIVIL)

GDP올리고!
GDPC 키우고!!
김선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10년사

Congratulations

Sacksy Vilayhak (Laos)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Management
Head of Unit

Congratulations to GDPC’s 10th
Anniversary. GDPC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World Bank’s clients to learn
from Korea’s rich experience in urban
development. I hope we can continue this
partnership in the coming years.
Ming Zhang
The World Bank Practice Manager,
East Asia Region

Congratulations on GDPC’s 10th
Anniversary! GDPC has always been a
valued partner of the World Bank Group
Open Learning Campus (OLC). OLC had
partnered with GDPC on development
and delivery of many capacity building
courses where World Bank clients
benefitted from the insights and lessons
provided by KRIHS. OLC looks forward to
continue and grow the collaboration.

G(지) GDPC 10주년을
D(디) 디게(?) 축하합니다.
P(피) 피나는 노력과 피끓은 열정으로, 코리아의
C(씨) 씨앗을 전 세계에 뿌리는 GDPC! 파이팅
고용석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센터장

Sheila Jagannathan
The World Bank Head of Open Learning Campus

I was happy to visit your institution in
November, 2018.
The very interesting time we spent
together with colleagues from CIS
countries. I congratulate you with the
10th anniversary of the GDPC and wish
you all the best!
Sabir Haydarov (Uzbekistan)

To all the fabulous members of KRIHS,
a big congratulations for your 10th
anniversary. We were able to learn so
much from you, and I am positive that so
many other participants will profit from
these Capacity Building Programs. Keep
on sharing your experience!!!
Lena Ciccone (Dominican Republic)
Presidency Ministry

GDPC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Tashkent Oil and Fat Refinery Combine Company

임정천
국토연구원 인재개발팀 1급행정원

축하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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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thank KRIHS-GDPC
for the excellent workshop organized
together with the World Bank in
September 2018 on the subject of
balanced spatial development. We learned
a lot from the discussions and from the
site visits, and the kindness of the
hosts made it a wonderful experience.
Radu Necsuliu (Romania)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presentative of Azerbaija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with its
10th anniversary and wish continuous
success for years to come. Azerbaijan
is truly honored to be affiliated with
such a great partner as GDPC. With best
wishes
Ali Shamchiyev (Azerbaijan)
Ministry of Azerbaijan Republic Department of
the Emergency Situations Deputy Head of Main
Operations

Congratulations for 10th Anniversary of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in KRIHS.

Thi Thi Hlaing Win (Myanmar)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artment Assistant Director

Leokham Douangphachan (Laos)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Lao Statistics
Bureau Department of Social Statistics, Research
and Analysis Division Technical Officer

I am pleased to congratulate GDPC on its
10 th anniversary this year.
GDPC play virtual role, it was a tool
served sharing innovations, idea,
knowledge and expertise, thereby
enhancing information science theory,
application and practice.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cooperation,
and again my sincere congratulations and
best wishes of success.

Being part of the program was a great
experience and an opportunity which
I will forever keep. I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do great things thru
knowledge sharing, fellowship program, and
country collaborations. I wish GDPC the
best in many more years to come. Happy
10th year anniversary! Chughahabnida!

Tamer A.k. (Palestine)

Michael John L. Lacambacal (Philippines)

ABU Elzomor JSC-KRM

Asian Developmen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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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GDPC of KRIHS. The valuable
knowledge and experience I had gained
during one of the programs has helped
me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urban development of my city of
residence, Tashkent. I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provide awareness of GDPC
programs to my peers and wish to keep in
touch with the alumni of GDPC program
going forward. Once again let me express
my warmest congratulations and wish you
continued success and prosperity.

On behalf of my entire department, I
extend my heartiest congratulations to
your institute for completing 10 years
of success. With your dedication and
services, the world has gained a lot.
We wish you all the best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our fruitful
collaboration in the future.
Nino Gventsadze (Georgia)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Iskandar Abdurakhimov (Uzbekist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epartment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First secretary

진짜 글로벌 센터가 되기 바람.

이왕건

It is an honor to congratulate the GDPC
in its tenth anniversary, a program
that unites the world and allows us to
share knowledge in land use and urban
development, best wishes and hope you
can continue with such important work.

국토연구원도시연구본부본부장

★☆GDPC 10주년 감축☆★

Karina Calder n Rodr guez (Costa Rica)

안성용

Ministry of Housing and Human Settlements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3급행정원

Congratulations
GDPC의 10년, 훌륭한 항해
Altaibaatar Batsaikhan (Mongolia)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of Public Utilities Policy Implementation
and Coordination Officer

축하메세지

김연화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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