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ngages in research, consultation, and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including capacity and institution building with developing
partner countries through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It also develops and
delivers research-driven content on development issues and case studies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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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
대로 협력국의 개발환경과 수요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building)
을 지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기반의 개발협력 사업
입니다.
KSP 사업은 연구∙자문∙교육∙연수가 통합된 형태로 수행되는 한국형 지식집약적 개발
협력사업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제도 구축 및 역량 배양에 기여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SP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SP 정책자문사업 특징
• 협력 대상국의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현지 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자문사업’
•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고위정책담당자의 주요 관심사 등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수요 중심의 맞춤형 사업’
• 분야별 연구, 자문, 연수 등 사업의 주요 활동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정책수립 및 이행 능력을
제고하는 ‘역량 배양사업’
• 협력대상국의 정책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 후 다양한 협력수단을 동원하여 이의 실현을
모색하는 ‘종합적인 개발협력 사업’
• 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계속사업을 적극 수용하고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며, ODA 대상국 외에
대외정책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포함하는 등 ‘유연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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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주요 사업 단계
• 서면수요조사
협력대상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외교채널을 통해 협력대상국의 사업수요와 관심분야를 서면으
로 파악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협력대상국 주요 고위정책결정자(장∙차관급)을 만나 협력대상국의 정책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확정된 연구주제에 맞춰 구성된 연구진들이 협력대상국의 일반 경제현황 및 세부주제별 연구자
료, 주요 이슈, 장애요인 등을 분석
•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수요조사 이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체화하여 잠정 연구내용을 현지에서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
면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추가 현황조사 실시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연수
협력대상국 현지전문가 및 정책실무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구 중간결과에 대하여 발표∙토론
하고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 연구소, 기업 등을 방문하여 관련 주제의 구체화된 실
물 경험을 공유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연구주제와 관련된 협력대상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NGO, 연구소, 기업체, 언론 등의 인사
를 초청하여 현지에서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고위정책결정
자 등에게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지속적인 협력방안 및 차년도 사업계획 협의
• KSP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KDI는 사업총괄기관으로서 당해 사업의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관리 역량 및 현지 협력부처의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왔습니다. 사업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체
계를 구축하고자 KSP 사업단계별 설문평가뿐 아니라 개별 사업 종료 이후 평가주체에 따라 차
별화된 설문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
가기준 및 평가·환류체계 개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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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세미나
지역별세미나는 사업의 사후관리 및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등 대륙 지역별
로 과거 KSP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KSP에 관심이 있는 국가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를 등을
대상으로 KSP의 사업결과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여,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활동입니다. 지역 내 KSP 사업의 저변 확대와 양자협력형태로 진행되
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해 역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개발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KSP 지역별 세미나가 출범하여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
다.

YOUNG KSPIAN (YKSP)
한국의 청년인재들이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에 참여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역
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oung KSPians(YKSP)은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주요 활동 단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이 협력국가와 공유되는 현장을 체
험하고,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역량, 국제적 감각 등의 밑거름을 쌓아 글로벌 개발협
력의 리더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ykspians/

KSP 성과공유세미나
KSP 성과공유세미나는 사업별 주요 성과를 정부 부처, 국내외 개발협력기관, 정책연구소 및 민간
기업 관계자와 공유하는 자리로써, 주요 사업성과를 조명하여 사업의 인식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현행 개발협력체제에서의 KSP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SP 사업 대표성과
경협 촉진 : 후속 ODA 및 프로젝트 발주로 연계되었으며, 개도국 외 자원부국과의 경협수단
으로도 활용
▪(미얀마) 미얀마개발연구원(MDI) 설립(’13년) → KOICA 사업 연계(‘15년/2,000만불)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기반 구축(‘13년)→EDCF-IDB 협조융자 연계(‘15년/5,000만불)
▪(이집트) 철도연동시스템 구축사업(’13년)→EDCF 연계(’15년/1,500만불)
▪(UAE) 특허시스템 구축 지원(‘14년)→UAE 정부발주사업수주(’16년/450만불)
▪(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 개선(‘15년) → EBRD 신탁기금 사업 연계(’15년 20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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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 경제발전 기여 : 정책자문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
▪ (우즈벡) 경제특구 설립 지원(‘07년) → 나보이 경제특구 설립(’08년)
▪ (중국) 경쟁법 집행 노하우 공유(’13년) → 반시장적 조례에 대한 권고조치 시행(’14년)
▪ (멕시코) 산학연계 교육시스템 개선 및 확대(’13년) → 멕시코주 카이센터 건립(’16년)

국격 제고 : 협력대상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는 등 국가 이미지 제고
▪(세계은행) 한국은 “지식공유 챔피언 국가(Champion of Knowledge Sharing)”
▪(캄보디아) Naron 장관 “Without KSP, No Economic Industrialization of Cambodia”

KSP 실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발전과 정책경험을 토대로 협력국 지속가능 발
전을 위한 종합정책대안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 까지, 총 51개국 800여개 주제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은
28개국을 대상으로 총 32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무역(KOTRA), 건설인프라, 국제기구 공통컨설팅(EXIM) 부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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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04

베트남

세부주제(국)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세계무역체제로의 통합: WTO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준비 현황 및 현안 과제안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베트남의 거시경제 안정화
베트남의 외자조달방안(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개발모델과 한국의 개발경험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개발과 수출진흥 정책의 모색
우즈베키스탄 산업화 과정의 거시금융정책: 한국 경험의 교훈
한국의 사례로 분석한 우즈베키스탄의 재정 개혁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전략

200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지원
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방안연구
인도네시아 국세, 관세, 예산공무원 교육제도 개선방안
한국의 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 경험과 인도네시아를 위한 시사점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터키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기술개발과 혁신시스템
산업화와 인적자원개발: 한국의 경험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행정개혁과제
재정운용시스템의 개혁

2006

베트남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및 운영 지원

알제리

신용카드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알제리 신용카드 결제망 구축방안
알제리 개인 신용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알제리 신용카드업의 감독 및 규제방안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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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06

캄보디아

세부주제(국)
캄보디아 재정수지 예측 2007 - 2011
정부채 발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 재정적자 보전 방안
생명보험업 도입에 따른 정책 및 구조

인도네시아
2007

가나

[연수]인도네시아 채권시장 개발관리 자문 및 연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가나의 법·규제 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자본과 기술 접근성 향상
가나의 인력개발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제도

베트남

베트남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제시
베트남 개발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지식 전수

아제르바이잔

WTO 가입협상의 서비스분야 이슈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분석
WTO 가입과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수출진흥을 통한 산업다각화 방안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경제특구 경험과 시사점
우즈베키스탄 주요 특구 후보지 평가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제도적 마련
특구정책과 국제규범과의 조화
우즈베키스탄 경제환경과 경제성장 전망
경제특구 설립을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환경

쿠웨이트

서론: 쿠웨이트 현 상황의 인식 및 도전과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 및 SWOT 분석
이해관계자 관리 및 실행전략 구상
노동시장 개혁
교육 및 인적자원 제도의 개혁
재정 및 예산제도 개혁
쿠웨이트 5개년 국가개발계획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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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2008

도미니카공화국

세부주제(국)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략적 입지 재설정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제성장 패턴
산업/무역 구조 분석
교육 및 직업훈련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금융 현황 미 중장기 활성화 대책: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
펀드 조성 및 수출입 은행 설립 제언

베트남

국내 개발금융 운영 지원
신용보증제도 구축 지원
수출신용기구 운영 지원/수출보험제도 도입 자문

아제르바이잔

서비스협상 이슈와 협상기법
WTO 체제 하의 수입 정책 및 관세체계의 발전
아제르바이잔의 WTO 가입 관련 농업부문 협상 전략
아제르바이잔의 수출구조 분석 및 관련 시사점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현황 및 주요 이슈
전자결제(Electric Payment)와 경제발전(Economic Growth)
국내외 전자결제시스템 사례 분석 (한국, 라틴아메리카)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오만

서론 (전략산업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전략산업, 제도, 그리고 오만의 국가발전
기술이전 및 정착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중기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검토와 제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확충을 위한 투자활성화
WTO 가입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진흥정책

터키

한국 혁신시스템의 변화와 발전전략
산학협력 강화방안
기술, 기업가정신, 그리고 인큐베이션
클러스터 접근을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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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08

모잠비크

세부주제(국)
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접근전략
농업기술의 혁신과 그 전파방안
농업생산성 혁신을 위한 농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농업생산 및 분배의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의 개선
농업금융 접근성 강화 방안

2009

가나

가나의 국가발전계획과 예산
가나의 재정정책
한국의 경제개발계획과 예산편성에 관한 경험
가나와 한국의 재정운영의 비교
예산과 국가발전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정책권고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수출인프라 개발을 위한 EDCF 국가지원전략
도미니카공화국의 전력체계 개선
EDCF와 연계된 수출기반시설과 확충
배전부문의 문제점과 해법

리비아

리비아의 스킬수요 예측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정책
직업훈련교육 체계 및 운영

베트남

베트남 조기경보모형 개발
베트남의 자본자유화 정책
자립적 협동조합금융기관 발전방안: 베트남의 인민신용기금을 중심으로
공간계획체계
도시개발정책
토지이용정책
포싸이트 가이드라인: 한국의 과학기술 포싸이트의 모범사례 공간계획체계
R&D와 기술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베트남의 산업기술능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베트남 국영기업의 기술인력개발
신용보증기금 기능 강화 및 수출금융지원
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성장경로상의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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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09

베트남

세부주제(국)
장기 성장동력 확보 및 성장경로상의 주요과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관계 강화

알제리

알제리의 경제상황과 FNI-BAD 추진배경
한국산업은행 사례
FNI-BAD 역량 제공 방안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FIEZ 업종 유치전략 연구
투자 유치전략 및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의 성공을 위한 운영체제와 정책
나보이 FIEZ의 법적 분석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전략
우크라이나 석탄산업의 개선전략
우크라이나 풍력 RD&D 전략 개발
우크라이나 바이오연료 개발 전략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쟁정책역량의 발전방안: 한국경험의 교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 강화방안
인도네시아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구축방안
중기재정계획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수립

카자흐스탄

국제비교를 통해 본 카자흐스탄 경제현황과 성장전략
카자흐스탄 건축자재산업 및 농기계산업의 육성전략
카자흐스탄 상용차산업 육성 방안
카자흐스탄 농업발전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마이크로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 부문의 안정적 자금흐름 확보
농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역할
캄보디아의 PPP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적 개선 방안
캄보디아 PPP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개선 방안

2010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의 집행과정의 개선을 위한 제언
쿠웨이트 거시경제 전망모형의 개선
쿠웨이트의 교육개발전략

DR콩고

DR콩고의 혁신적 국가개발계획 수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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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10

DR콩고

세부주제(국)
국가 전략기획 기관 설립∙운영 방안 모색
인프라 개발 전략

가나

예산∙회계제도의 의의 및 관리의 중요성
예산∙회계제도
예산∙회계 시스템
가나의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연수]도미니카공화국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신용기구 설립 지원
라오스경제의 구조와 특징: 거시경제에 대한 시사점
라오스의 위기 시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수행경험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내용이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라오스의 거시경제정책 수행 메커니즘과 국가경제연구소의 역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들의 위기관리 역할에 대한 평가 및 라오스에 주는 시사점

몽골

몽골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운용절차적 개선방안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절차적 개선방안
몽골에서의 부문예금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베트남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구조조정 전략
베트남 공공부문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베트남 공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베트남 금융시장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베트남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베트남의 협동조합 법률체계 개선방안
기업 혁신역량 강화
베트남 기업의 경쟁력과 HRD 전략
특별 경제구역 발전을 위한 재평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발계획집행의 효율성 제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등교육 개선방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추진을 위한 기반요소 조사연구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정책 이니셔티브

아랍에미레이트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의 변천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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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10

아랍에미레이트

세부주제(국)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법 ∙ 제도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개발
유관산업의 경제성장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
디지털 사회
한국의 녹색 정보통신기술
한국의 정보보호 활동
아부다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수립 지원
에미리트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지원
아부다비 정보통신기술 R&D센터 구축지원

아제르바이잔

원조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정보체제 구축
기업가정신 제고 및 e-러닝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국가혁신체제와 우즈베키스탄에의 시사점
민간부문의 혁신활동 증진기제: 한국의 기술이전활동 경험 및 우즈베키스탄에
주는 시사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과 산학연 연계 활성화
수출촉진정책과 수출금융: 한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수출중심산업의 인적자원개발정책
나보이 자유무역지구의 세관자동화
통화정책 운용체계: 한국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한 한국의 경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전망 및 통계역량 개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외환시장 안정성과 민간외채 관리 개선
회계 및 감사 시스템 발전방안 및 회계 인적자원 개발
소비자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 구축방안
중소기업 신용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정책
인도네시아의 물관리정책 방안
인도네시아의 FDI 촉진전략
싱글윈도우를 통한 인도네시아 무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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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제(국)

Year

Country

201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SME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제
카자흐스탄의 기업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
카자흐스탄의 종합적 기업발전을 위한 전략 로드맵

캄보디아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평가 및 중장기 성장전망
성장궤도 상의 주요 과제: 구조전환과 정부의 역할
(금융) 중소기업과 정미업 육성을 위한 대출 활성화
(금융) 캄보디아 신용보증제도 도입 방안
(금융) 캄보디아 소액보험의 발전방안
(산업기술개발) 공장 설립 인허가제도
(산업기술개발) 캄보디아의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체계 향상
(무역) 캄보디아 수출 현황과 향후 진흥 전략 분석
(무역) 수출 진흥 절차의 역량 배양

페루

CEPLAN, 국가전략기획시스템(SINAPLAN),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IS)
IIS의 개념적 모델의 개선

2011

가나

가나 공화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의 정부업무 평가
가나 M&E 현황 및 도전과제
가나 M&E 발전방향

가봉

가봉 산업다각화 및 중소기업 육성방안
식량자급 및 농업생산 다각화를 위한 가봉 농업의 성장전략
가봉 관광산업 발전방안
가봉 ICT 분야 발전방안

남아공

저소득층 주거 개발제언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남아공의 통합 교통인프라 -PPP(민간사업) 사례와 공공버스 시스템 개혁을 중심
으로ICT 분야의 통합인프라 구축 방법
에너지 및 수자원 부문 인프라 개발
농업과 농촌개발 및 새마을운동

라오스

라오스의 인프라와 경제개발
라오스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 제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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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11

라오스

세부주제(국)
한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경험
라오스 주변 국가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제도 경험: 베트남 및 캄보디아
라오스 민자 인프라 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

몽골

자본유출입 급변동하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조합
자본유입과 외환정책
예산절차개선을 통한 재정개혁
몽골의 부실자산 정리체제 구축방안
수익형(BTO) 도로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개발

미얀마

미얀마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농업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 농촌개발계획
경제발전전략으로서의 미얀마의 바람직한 경제특구정책

베트남

베트남의 공항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공유
베트남의 항만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공유
베트남과 한국의 국영기업의 평가시스템: 비교 연구와 정책제안
베트남의 세수 전망
베트남의 장기 거시경제 예측모델 구축 지원

볼리비아

중기 재정안정화 방안
공기업 경영 합리화 방안
탄력적인 예산을 위한 산업발전정책
볼리비아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기정책: 요약과 결론

브라질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수출증진 정책과 대브라질 정책 제언
브라질의 EPZ 개발 정책
한국의 수출가공구 개발과 브라질에 대한 의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의 지식경제 전환과정과 교훈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단지의 비전 및 역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사우디 기술협력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교육 및 평생교육 향상: 한국의 EBS모델 적용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수출진흥정책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전략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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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11

스리랑카
아랍에미레이트

세부주제(국)
스리랑카의 직업훈련 발전전략
한국의 e-Literacy 발전경험과 시사점
한국의 국가 GIS 경험과 양국의 협력방안
한국의 그린 ICT 발전경험과 정책제안
UAE 정보보호역량 강화방안

알제리

세계 속의 알제리
알제리 비전과 한국의 역할
한국 및 주요 선진국의 비전 연구
정책과제별 주요 전략 *(산업구조, 교육개혁, 개방 및 국제화, 국토개발, 보건개혁
등)

에콰도르

글로벌 시장수요 및 에콰도르 산업잠재력에 기반한 전략산업 선정
에콰도르의 무역진흥정책 체제
전략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소규모기업의 육성 방안
아디스아바바 교통시스템 개선

온두라스

온두라스 현황분석과 한국 ICT발전경험 시사점
온두라스 ICT발전방안 수립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 한국의 경험이 주는 교훈
우즈베키스탄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혁신활동 촉진방안
우즈베키스탄 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방안 연구
수출지향적 중소기업의 육성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고관리 및 예산집행 시스템 개혁방안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계 및 결산 제도에 대한 KSP
인도네시아 재정정보시스템 분석 및 정보전략기획
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방안
수자원 계획과 재원조달에 대한 지식 교류

적도기니

적도기니 관광부문 발전 방안
적도기니 농업개발전략
적도기니의 수산업 발전 방안
적도기니의 금융산업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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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11

카자흐스탄

세부주제(국)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와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한국의 신용보증제도의 현황과 성과
카자흐스탄의 신용보증제도 현황 및 분석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평가시스템 운용 제언

캄보디아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한 중소기업금융 지원방안
중소기업의 역량 배양
캄보디아 전자산업 육성전략
캄보디아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캄보디아의 수출 다변화 방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탄자니아

탄자니아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현황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변화 추이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파나마

파나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수출 물류
수출농산물 식물 검역
제도 및 프로그램
파나마 정부를 위한 정책 건의

페루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알파카 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커피 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자동차 부품 산업
지역 특화전략 개발계획: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화사업 및 농공단지 개발 사업

필리핀

필리핀의 재정관리제도의 개혁
한국과 필리핀의 발생주의 회계시스템
국가재정관리정보시스템 분석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신용 역량강화 및 수출산업 육성 경험전수 사업
가나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기금 제도의 도입
가나 민관협력(PPP)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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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주제(국)

Year

Country

2012

가나

혁신적 리더십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에 집중된 리더십 제고

가봉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거버넌스 체계 구축: ‘가봉 방문의 해’ 사업을 중심으로
가봉의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업인력 육성 및 농촌지도사업체
계 구축방안
가봉의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기구의 설립
가봉 경제의 혁신을 위한 IT Park 조성방안

남아공

남아공의 공공투자사업 자본예산시스템 개선방안: 사업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프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용 창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경험을 참고한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방안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농식품 혁신기술센터 설립방안
도미니카공화국 국립혁신과학기술대학 설립방안
도미니카공화국 콘텐츠 산업 육성방안

라오스

라오스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네덜란드병 현상과 국제경쟁력
라오스의 산업화 전략과 국가지원 운영방안
라오스 금융제도 및 금융시장의 현황
금융서비스 자유화
자본계정 자유화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청년 및 장기실업자 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정책
루마니아 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정책방안
루마니아 청년층 및 고학력 노동력 유출현상에 대한 연구

리비아

리비아의 비전 및 발전전략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발전정책
리비아 국가재정 최적화 방안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개발정책
전자정부 중장기 로드맵 -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멕시코

Hidalgo주 기계부품산업의 진흥
Hidalgo주 기술인력개발 및 산학연계 증진

몽골

몽골 수출촉진 지원체계의 정비
몽골 개발금융의 효율적 사용과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연구
몽골 예금보험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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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세부주제(국)
몽골경제의 외환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모형 개발
몽골의 공공조달부문 역량강화를 위한 조달공무원 교육제도 개선방안
몽골의 민간투자사업과 위험관리

미얀마

미얀마 금융통합방안
미얀마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세관 자동화

방글라데시

HSIA 기존 공항 개선 및 BSMIA 신공항 개발
방글라데시 재무부 대외경제협력청의 외채관리역량강화

베트남

베트남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신도시개발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모색
KIST 모델의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방안
베트남의 노동수요 전망(2012~2020)과 고용정보서비스 구축
비시장경제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 부과문제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브라질

브라질 일반 및 수출가공특구 EPZ 현황 분석
한국의 경제특구 변천 및 성과
한국의 산업육성정책과 브라질 EPZ 발전방안
브라질 수출가공특구 내 중소기업 육성방안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을 지원할 씽크탱크 설립
국토 및 지역 발전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인 노동생산성 제고 및 노동시장 효율화
사우디 직업훈련을 위한 이러닝 솔루션 및 KEM 모델

스리랑카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한국 사례로부터의 교훈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무역부문 전략산업의 육성
스리랑카의 중소기업 수출촉진전략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스리랑카의 직업기술교육 육성방안

아랍에미레이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온라인 시민참여 연구
아부다비 ICT 협력과 정책적 시사점

알제리

알제리 국가비전 2030 수립 지원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알제리 산업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18

KSP사업소개
Year

Country

2012

알제리

세부주제(국)
알제리 교육발전계획 수립: 직업교육훈련과 고등교육 중심으로
보건개발계획 2030
알제리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와 제도의 강화방안: 정부의 역할과 집행
능력의 향상을 중심으로
알제리 국토개발구상

에콰도르

석유화학산업의 육성방안
에콰도르 생명공학산업 육성방안
에콰도르의 기술혁신 촉진방안: 산학연 협력 및 기술혁신 유인제도를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원조달방안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전자정부 및 IT기술 도입전략 수립
에티오피아 신발/피혁 R&D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육성방안 수립

오만

재정성과 관리방안
예산제도와 예산과정에 관한 연구
정부수입의 기획 및 관리에 관한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온두라스

상호운용성 기반의 정부대표 포탈 방안
전자조달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싱글윈도우를 위한 정책방향

우즈베키스탄

재생에너지 분야 개발을 위한 제도 구축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효율 향상 전략
태양에너지 개발, 표준화 및 보급활성화 방안
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유통분야 육성
우즈베키스탄의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체제 내의 과학기술정보 확산방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 제언
발달된 조달 시스템을 통한 국가 예산 지출의 효율성 제고
예산 및 국고 완전 전산화(SPAN) 및 이행기의 주요 과제
인도네시아 민관협력(PPP)사업의 활성화
인도네시아 통합금융감독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신용평가 등록 데이터의 품질 개선 방안
하천유역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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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세부주제(국)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HRD 시스템 개혁방안: 한국의 경험과 정책 제언
적도기니 농업분야
적도기니의 수산분야
적도기니 관광분야
적도기니 금융분야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창업 활성화(혁신형 창업 중심)
카자흐스탄 산업기반 신용보증제도 도입 제언
지속적인 기업육성을 위한 혁신산업개발계획 수립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산업기술 배양
캄보디아의 노동수요 예측을 통한 기술인력 수요 평가
캄보디아 산업단지/클러스터 개발전략
캄보디아 전기산업단지조성 관련 연구
캄보디아 농산물가공산업 연구개발(R&D) 체계 설립

콜롬비아

콜롬비아 지역경제발전 전략과 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개발 전략과 정책
지역경제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정책: 한국의 새마을 지도자 교육 사례
콜롬비아 과학기술전략과 정책
콜롬비아 과학기술단지 구축방안

탄자니아

탄자니아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동향
예금보험기구의 지배구조와 역할
DIB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방안
탄자니아 예금보험위원회 업무 체계 정비
효과적인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구축

터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과 터키의 전략적 정책 비교
터키 청정생산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집적경제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정책: 한국의 지역산업정책 경험 공유

파나마

파나마의 국가 및 부처별 계획 수립의 특징
한국의 경험
계획 간 연계성 확보와 부처 간 조율 기능 강화 방안

파키스탄

도심 소규모 업체에 대한 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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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세부주제(국)
산업부의 모니터링 및 평가 셀 강화
파키스탄 섬유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고등교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페루

서론: 페루 남부경제회랑 지역 산업 발전 연구에 관한 파트너십
지역 알파카산업 육성방안
지역 전략 산업 개발계획: 커피
자동차 부품 재제조 산업 육성
농공단지형 협동화 클러스터의 설치 및 중소기업 육성 전략
남부경제회랑의 핵심 산업(알파카, 커피)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필리핀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포괄적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개발금융제도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오로라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 및 운영 방안

캄보디아

[연수]수출진흥 역량강화연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수]중소기업정책 연수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DR콩고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혁
DR콩고의 관세행정의 선진화 방안
비조세 징수행정의 개혁
DR콩고의 조세행정 정보화 방안

가나

민관협력(PPP)을 통한 국가정책 시행을 위한 역량 강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지원
보급종 벼 생산과 보급을 위한 클러스터 구상
중앙지역 관광 활성화

가봉

경제분야 Think Tank 설립
가봉의 산업발전전략 평가와 보완방향
가봉 ICT Park 및 기금, e-business 활성화 전략
가봉의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가봉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진흥기관 설립 방안
가봉의 농업협동조합과 영농 기초교육 발전 방안
리브레빌 관광개발방안

도미니카공화국

수출금융기구 설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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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세부주제(국)
무역센터의 개발 및 출범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배분방안
정부채권 시장 발전방안
산업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은행 조기경보체계 구축방안

러시아

러시아 투자유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시스템 개편
러시아 연해주 투자유치청의 역량강화
러시아 연해주 사회경제발전전략 2013-2017의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루마니아

루마니아 민간 R&D 진흥 방안
전략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과학기술단지와 다국적기업을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진흥

멕시코

멕시코주 TESCo의 산학연계 교육시스템의 개선 및 확대
께레따로주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CETAI의 발전방안 수립
이달고주 알티쁠라노 신(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
치와와주 금속부품산업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제고를 위한 디자인센터 및 제조지
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수립

몽골

몽골 주택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몽골의 물류관리 역량강화
몽골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방안

미얀마

미얀마 개발연구원 (MDI) 설립
미얀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정책: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미얀마 농촌개발 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미얀마 농촌지도자 양성 방안: 새마을운동교재 개발
국가계획체계 및 도시개발현황 검토
미얀마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전략 수립
미얀마 양곤 남서부권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거시경제 분석 및 예측 역량 강화
대외경제협력청(ERD)의 외채관리 능력 제고

베트남

베트남 농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베트남의 장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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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부주제(국)
베트남 공공주택 연구
한국의 보상제도 및 적정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베트남 환경보호법 개정 지원
베트남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 현황
DATC 운영체계 현황
DATC 운영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DATC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

벨리즈

한국의 국가교통계획 수립 사례
교통현황 및 대안 선정
교통수요 추정
대안 평가 및 국가교통계획 수립
재원조달 방안

볼리비아

볼리비아 하이드로카본 직접세(IDH) 조세수입 관련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볼리비아의 예산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개발
통합적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브라질

소농의 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시설재배와 자동화를 통한 시설농업분야 생산성 제고방안
수확 후 처리를 통한 소농 농산물시장의 차별화 방안
한-브라질 간 농산물의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개발정책연구센터(SADRC) 설립방안에 대한 2단계 제언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투자제도(PPP) 개선방안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우디아라비아 양식어업 관측시스템(AMOS) 도입 방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대중교통시스템 활성화 방안 :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교통 DB 구축방안

스리랑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식품가공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직업훈련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수출지향적 FDI 유치확대 방안
기술창업(Techno-entrepreneurship)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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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세부주제(국)
알제리 5개년계획 (2015~19) 수립 지원
알제리개발연구원(ADI) 설립 지원방안 연구
교육분야
2015~19 5개년 투자계획을 위한 알제리 산업정책 방향과 전략
알제리의 인프라 개발
한국의 PPP제도 현황
알제리 PPP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에콰도르

민관 경영 모델 확립
에콰도르 석유화학 산업화 전략 수립
산업화 과정을 위한 도농 지역 계획 수립
기술 이전 관점에서의 산업 및 가치사슬 확립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출촉진 방안
기업가정신의 고취와 확산: 창업(start-up) 촉진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준비도 평가 및 로드맵 수립
에티오피아 피혁·신발 분야의 역량강화

온두라스

온두라스 중소기업 통합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통합시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접근성 강화
온두라스 농촌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및 경쟁력 강화: 농업협동조합 금융
기관의 설립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보안 운영시스템 개발 방안
GIDC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우즈베키스탄

농산물 가공산업 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시범단지 연구
농산물 가공산업 시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연구
기술혁신파크 조성 정책 틀 구축
산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SME 경쟁력 향상 전략

이집트

해외시장 육성 및 브랜드화
ICT 분야의 혁신 및 기업가정신 함양
ICT 산업의 기술 클러스터 육성
ICT 산업단지
ICT 인력채용
IT 분야 해외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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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세부주제(국)
기술역량강화 프로그램
IT 프로그램 육성
원자력발전 인력 양성 계획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행정개혁의 평가와 전략적 방향: 공무원 인사개혁의 실현을 중심으
로
조직 구조 개선, 법적 기반, 개발 시스템 관리, 보안 강화, 데이타베이스 관리 등
효과적인 국고 딜링 룸(Treasury Dealing Room) 설립
인도네시아 국가중장기개발계획(MP3EI) 달성을 위한 PPP 제도 및 역량 배양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을 통한 국고관리와 부채관리 간 효율적 조정
인도네시아 SPAN 구현 후 정보보안관리
인도네시아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개선 방안
인도네시아 보편적 의료보장 (UHC)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

중국

IT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한 반독점법 집행역량 강화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역량 강화
경쟁정책에 있어서 경제분석

카자흐스탄

OECD 규범에 맞는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방안
카자흐스탄의 민간투자사업(PPP) 활성화 방안
지역거점의 중점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캄보디아

캄보디아 기술인력 부족 및 수급불일치 문제분석과 정책제언
한국의 FDI와 캄보디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캄보디아 산업발전 및 다변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금융시스템을 통한 산업발전자금 조달방안
장기 경제성장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진흥
캄보디아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및 대한민국의 경험에 기초한 정책제언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기술혁신체제 평가: 기회와 도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혁신 정책 과제
기술혁신 체제의 구조적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부문간 협력 촉진방안

콜롬비아

콜롬비아 공공임대주택 정책
콜롬비아의 수출진흥정책 개선방안과 對韓수출 및 한국투자유치 확대 방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의 경험이 Bancoldex 및 콜롬비아 정부에 주
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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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2013

쿠웨이트

세부주제(국)
재정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의 재정개혁이 쿠웨이트에 주는 시사점
쿠웨이트 개발계획 집행체계 개선방안
쿠웨이트 공무원 선발방식에 관한 소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개발계획 이행 촉진

터키

한-터키 FTA 활용 정책권고
한국 경험 및 우수사례를 통한 터키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활성화

페루

페루의 중장기 경제전망 모델 수립 지원
바이오테크놀로지 R&D 계획 수립
전략기획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
페루의 선진화된 산업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의 경험을 바
탕으로

헝가리

경제위기 관리방식 개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경제특구 형성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R&D 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연수]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마스터플랜 : 관리 개발, 기술 지원, 훈련 센터 설
립
[연수]통합금융감독 시스템(특히 대기업에 대한 은행 감독)

아랍에미레이트

[연수]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연수]경제 연구와 개발: KDI의 역할
[연수]한국의 경제계획과 정책조정
[연수]중소기업 육성정책
[연수]한국의 인적자원개발과 직업교육
[연수]수출과 투자활동
[연수]산업의 다각화 전략

탄자니아

[연수]예금보험기구의 조직 운영 및 예산 수립, 인사 관리
[연수]부실은행 정리
[연수]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IT 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연수]부보금융회사 임점 검사 실무
[연수]부보금융회사 상시 감시
[연수]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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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13

몽골
베트남

세부주제(국)
[연수]몽골개발은행(DBM) 직원의 개발금융 실무역량 제고
[연수]베트남의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연수
[연수]비시장 경제국가들을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셰 중복구제

미얀마

[연수]국민계정체계 개편 지원/거시경제분석 역량강화/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
융정책
[연수]한국은행의 금융검사분석, 거시건전성, 통화, 발권 정책, 내부 감사, 국민계
정체계 개편 이행

캄보디아
베트남

[연수]상표법 및 과학기술혁신방안 관련 정책제안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운영방안
을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수]국유기업구조조정, 금융법, 공공비축
[연수]베트남 DATC의 국영기업 부실채권 정리 및 구조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
책자문

우즈베키스탄
2014

과테말라

[연수]지방재정(지방예산 산정 관련 법적·경제적 프레임워크 및 관련 정부 간 관
계, 교육 및 보건 부문에 대한 예산 산정 및 지출의 효과성 평가)
SICA 정책대학원 설립 구상
영세중소기업의 숙련형성, 숙련의 평가와 인정 모델
과테말라의 농업 및 생명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라오스

라오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
라오스 농촌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 한국 농촌발전정책의 경험에 비추어
지식기반 경제를 위한 라오스 거시경제모델 구축 및 한계점 극복
라오스 보험산업의 규제 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라오스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라오스 채권시장 현황
한국 채권시장 발전 경험
한국의 자본시장 IT인프라 발전경험

멕시코

민간 부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학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 정책
중소기업에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산학 관계 증진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에코시스템 통합 방안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위한 연구 및 지속 교육 관련 기술 기관 설립 방안
치와와주의 기계금속 산업 클러스터 역량 배양

미얀마

미얀마 공공연구개발 체제 분석 및 정책 제안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도
미얀마 신용보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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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14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부주제(국)
미얀마 프로젝트 평가 및 모니터링 능력 강화
지식재산 국제레짐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대응전략 연구
방글라데시 지리적 표시 제도 발전방안 연구

베트남

한국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개발 정책 및 베트남에의 교훈
베트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IT인프라 정책개선 연구: 주민등록시스템을 중
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으로서의 기술평가시스템: 베트남형 모델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한국의 주택 분양 메카니즘 및 보증제도 연구: 베트남에 적합한 모델 제언
DATC 운영전략 수립
NPL 거래 및 구조조정 업무절차 수립
로드맵 제시

벨리즈

한-벨리즈 과학기술혁신 연구소 설립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 및 액션플랜 수립

사우디아라비아

연동계획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방안
사우디아라비아 공공사업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국가 데이터 뱅크(National Data Bank) 구축 방안
제조업 및 산업분야 혁신 강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보전법 도입

스리랑카

스리랑카의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개발: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전방연계 창출 전
망
기술기반산업 지원을 위한 신기술창업보육센타의 활용: 과학단지 신기술창업센
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연구
국제기업 및 지역 파트너와의 합작제휴 프레임워크: 제조업 분야에서의 합작제
휴 촉진 방안 모색

아제르바이잔

생산: 유망 수출농산물 발굴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도입
유통: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수출: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알제리

지표 체계를 활용한 알제리 진단과 한국 발전 경험의 시사점 제공
거시 계량 모형 분석을 통한 재정 및 조세정책의 효과 분석
지방정부 개발을 위한 국가예산 대체 세입원

에티오피아

제2단계 GTP 산업부문 실행계획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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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에티오피아

세부주제(국)
제조업분야 영세중소기업의 역량강화방안 –기존 정책의 평가와 정책대안 및 액
션플랜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및 기술 개발
민관협력(PPP)을 통한 정부 재원마련 방안

엘살바도르

국가수준의 국가 혁신생태계 진단 및 발전 방향 제시
플라스틱 산업 혁신생태계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약 및 화장품 산업 혁신생태계 분석 및 발전 방향
섬유 산업 혁신생태계 분석 및 발전 방향

온두라스

총론
금융 ICT 진단 및 보완
거시건전성 감독역량 강화
온두라스 경제금융위기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지표보완 및 발전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산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클러스터 정립
우즈베키스탄 정보공간에서의 모니터링 발전 전략
과학 및 기술정보의 혁신적인 전략 수립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보험 관련 기반 개선

이집트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투자전담기관 설계 방안
ICT를 활용한 지식기반경제 구현
이집트의 녹색 ICT 촉진

인도네시아

Semi-Autonomous 공기관 관리 방안: 한국의 경험을 공유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역량 개발
인도네시아 세정개선 (Business Process Modeling): 전자상거래분야 세제 및 절
차 개선을 포함하여
2010-2015 행정개혁 개선

카자흐스탄

KAZNEX INVEST의 문제점 분석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한국 TPO 시스템의 벤치마킹
은행 자산건전성 향상과 자금조달의 안정화를 통한 카자흐스탄의 금융시장 강화
- KAMCO의 역할 연구: 혁신과정, 금융시장 발전, 부실자산 문제 해결 및 금융시
장 회복

캄보디아

캄보디아 비관세조치 유연화
성과기반 공무 조직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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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ountry

2014

캄보디아

세부주제(국)
산업발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검토
지속경제성장을 위한 교육개혁: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코스타리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지원 및 교육 메커니즘: 혁신역량강화 및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강
화

콜롬비아

콜롬비아 산업 투자촉진전략 및 절차 점검 자문
콜롬비아 중소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정책

쿠웨이트

경제계획 구축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개선: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경제계획 구축을 위한 거시경제모형 개선: 노동시장 및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주거케어 프로그램: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주택 제공방안(수요측 접근)
주거케어 프로그램: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주택 제공방안(공급측 접근)

키르기즈공화국

중앙 및 지방 정부 인적자원 관리정책 효율성 제고
관세동맹(Customs Union) 가입의 기대효과 평가
지하경제 추정 방법 개발

탄자니아

PPP 사업관리 제도개선 및 활성화
PPP 사업과 관련된 정부예산집행절차 개선

터키

터키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한국의 R&D, 생산개발센터의 적
용 가능성 연구 (추가확인중)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 공유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평가 공유

파키스탄

파키스탄의 지식 경제 촉진을 위한 개발 기획
중소기업육성 및 혁신 전략
기업가정신 배양 및 혁신센터
그린캠퍼스 설립

헝가리

기업의 경쟁력 및 위험요소 평가기관 설립
효과적인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시스템
기존산업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개발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 관점에
서의 글로벌 메카트렌드 검토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베트남

[연수]비금융 서비스 분야 역량강화
[연수]수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 역량 강화 (1. 농식품연구센터 설립지원 2.
수출신용기관 설립 지원 3.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지원 방안 4. 수출지원컨
벤션센터 설립 지원)
[연수]베트남의 재정관리와 세금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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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세부주제(국)

2014

베트남

[연수]공영기업 구조조정 (① 공영기업 경영구조-한국의 공영기업 현황 및 베트
남에게 주는 시사점 ② 구조조정 과정 및 한국의 기업(공영/민간) 구조조정 성공
사례) ③ 공영기업 임원 역량 개발 및 유치 방안)
[연수]전략 수립 이론 및 사례,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요, 구조조정관련 법률 소개
등에 대한 연수
[연수]공공자산관리(조달관리, 행정중심도시 계획방안, 국유지 관리방안, 항공산
업자원 관리, 해저광물자원 관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쿠바
이집트
2015

에티오피아

[연수]캄보디아의 노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연수]인도네시아 PPP 기반시설 공급확충 방안(1. 사회기반시설 확충 관련 제도
및 계획 2. 한국 PPP 사업의 성공사례 3. 한국 PPP 자금조달 방법 4. 한국 PPP 사
업동향 및 역사)
[연수]캄보디아 PPP Study
[연수]농업 생산성 및 수출 증대(잠정)
[연수]쿠바 무역투자역량강화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및 기획과 예산 간 연계 강화
경제성장전환계획에서 수출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민간부문의 경제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에티오피아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고등교육: 고등교육과 경제발전 간 연계 구축

쿠웨이트

한국과 쿠웨이트 공공투자 관리시스템 비교
쿠웨이트 프로젝트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공공투자사업의 평가 방법론 구축

알제리

알제리 지방정부의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심층 연구
세금 정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의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도구
개발

탄자니아

탄자니아 과학기술혁신 제도 연구 (가제)
연구개발기관의 역량강화 방안 탐색 (가제)

콜롬비아

콜롬비아의 R&D 사업화 촉진 방안: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콜롬비아 농가공제품 수출촉진 전략
콜롬비아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BANCOLDEX의 업무 지원

니카라과

산업정책 수립, 수행 및 평가 방안
교사역량강화 및 교과과정 개편
국립기술청 교사의 역량 강화

과테말라

과테말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상 연구
과테말라의 농업 상업화 및 산업화 정책 -중규모 농가를 중심으로31

KSP사업소개
Year

Country

2015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세부주제(국)
과테말라 ICT 및 전자정부 전략연구
코스타리카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정책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체계) 수립

엘살바도르

국가혁신에코시스템 구현을 위한 KSP 정책자문 실행지원(플라스틱, 제약, 화장품,
섬유산업)
중소기업의 국가경쟁력 프로그램 설계 지원

라오스

라오스 투자유치전략
중소기업 녹색화 방안: 녹색 금융
녹색 교통 제도
농업 연구개발분야 발전 전략 수립

미얀마

미얀마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미얀마 개발 계획 시스템의 전환: 국민 중심의 실용적 접근
미얀마 프로젝트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고를 위한 운영지침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작겨검정과 직업훈련 실시 방안

베트남

하노이지역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전자산업 육성전략
베트남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구
혁신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베트남 기술평가시스템 개선
[연수사업] 한국과 베트남 간 PPP 협력

캄보디아

캄보디아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
프놈펜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캄보디아발전을 위한 교사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캄보디아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개발방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기반 예산배정 활성화 방안
재무부 조세국 공무원 인재관리방안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협동조합 및 종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연수사업] 사회안전자금 관리방안: 공공연금정책시스템 중심으로

헝가리

혁신 창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촉진 정책
교육, 보조금, 대출을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정책
투자활성화, 중소기업육성,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효과성 평가방법

불가리아

불가리아 공기업 관리체제혁신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32

KSP사업소개
Year

Country

2015

불가리아

세부주제(국)
불가리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선 전략
:전기전자장비폐기물 사례
소피아 테크 파크의 전략적 개발 모형 수립
:정책제안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부실채권정리기구(FPL)의 공적 AMC로의 성장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방안 연구
카자흐스탄 시장환경 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부실채권 관리․매각방안 연구

우즈베키스탄

나보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수출확대 방안
보건예산 집행절차개선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략 수립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우즈베키스탄 연구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석박사과정 강화 전략

멕시코

꼴리마 테크노파크 지역 혁신 시스템에서의
산관학 연계전략 실행
치와와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개발

: 선택과 집중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멕시코주 중소기업 및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위한 산학연계 계획 및
실행
터키

터키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조평가방식 확산 및 터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시범적 영향평가 분석
한국의 생태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시행경험 공유

루마니아

루마니아 중소기업 분야의 생산성 측정 및 평가 시스템의 도입
루마니아 중소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키르기즈 공화국

공적개발원조 및 해외자금조달의 효과성 제고: 국가개발프로젝트 등록관리 시스
템 구축
공무원 인적자원관리(HRM) 효율성 제고: 성과평가시스템을 중심으로

온두라스

온두라스 채권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온두라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활성화 방안
지역단위 농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자정부 이행가능성 검토

비셰그라드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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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사업소개
Year

세부주제(국)

Country
비셰그라드

2015

미정
미정
[연수]성과중심의 예산기획

이집트

[연수]수출진흥정책
[연수]중소기업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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