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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과 한국의 파트너십

World Bank Group and Korea Partnership 

세계은행그룹과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견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하였습니다. 불과 몇십 

여 년 전, 저소득 국가이자 농업 국가였던 한국은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고소득 국가가 되었을 뿐 아니라 

혁신과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세계은행그룹의 협력 관계 또한 한국이 1955년 

세계은행그룹의 회원국이 된 이래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성공은 세계은행그룹과 협력하는 많은 개발

도상국과 개발협력 파트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한국과 세계은행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2014년 인천 송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2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수요

세계은행그룹의 

개발협력 프로젝트와 

지식 공유 활동

한국의 개발 경험, 

전문 지식 및 

금융 지원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개소 이래 한국 기관과의 협력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녹색성장혁신 촉진, 금융 부문 발전 지원, 한국의

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 인적 자본 구축, 분쟁·취약국

에서의 활동 강화, 한국 민간 부문의 개발도상국 투자 조달 등 

다양한 프로젝트와 지식 공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상당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있고, 다수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세계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한국과 세계은행그룹 간 파트너십의 중심으로, 워싱턴 D.C. 

세계은행그룹 본부 및 100여 개 이상 지역 사무소의 여러 

부서에 한국과의 협력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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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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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개발도상국이 혁신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기관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기존의 개발협력 방식을 

크게 바꾸며 개발협력 사업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며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 

발전에 성공한 한국은 세계은행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 

녹색성장 신탁기금(KGGTF) ’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녹색성장

을 추진하며, 세계은행그룹 내에서 혁신과 기술 중심의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혁신과 개발협력

Connecting Innov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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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무소는 세계은행그룹의 각 부서(Global Practices, 

GP) 및 한국 협력 기관과 함께 세미나 시리즈를 운영

합니다. 이 세미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세미나 주제

•스마트 시티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경험과 교훈

•세계은행그룹 파트너 국가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고형 폐기물 관리: 기술적 옵션 및 기회 요인 

•디지털 농업 기술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  평생 학습과 선진 기술을 통한 직업능력 격차 해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혁신 

•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혁신 솔루션을 

활용한 분쟁·취약국 지원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한 차량 안전 개선 

•금융 혁신 서비스: 한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 

한국사무소는 세계은행그룹 GP 및 한국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혁신과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개발 경험 사례를 

연구합니다. 

주요 연구 주제

• 저탄소 발전(low-carbon development)으로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교육 개혁 

•한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입찰 시스템 

•한국의 디지털 토지 정보 시스템 

•한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발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한국사무소는 한국 기관, 세계은행그룹 GP 및 국제 

전문가와 협업하여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 

한국의 개발 경험을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과 기술을 활용하여 어떻게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식 기반 경제로 발돋움했는지를 조명합니다. 

한국사무소는 2019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1회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포럼은 혁신과 급격한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회와 당면 과제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그룹이 새롭게 기획·추진한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혁신·기술 사례를 소개하고 

각 주제에 관한 최신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혁신·기술 

세미나 시리즈

Innovation and Technology 

Webinar Series

한국의 개발 경험 사례 연구 시리즈 

Innovation and Technology 

Knowledge Note Series

한국 혁신 리포트 

Korea Innovation Report 

글로벌 혁신 성장 포럼 

Global Innovative Growth Forum(GI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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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

(1) 녹색성장혁신(에너지, 환경, 토지·지리공간정보를 중심으로), (2) 서울금융

자문센터, (3) 분쟁·취약국 지원, (4)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 (5) 교육 및 직업

능력 개발 등 5가지 프로그램 운영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및 자금 조달 지원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한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투자에 대한 보증 제공  

세계은행그룹은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를 합쳐 ‘세계은행’이라 통칭하며, 개발도상국 정부에 

금융, 정책 자문 및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합니다.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는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 발전에 주력하며 금융·기술 

지원, 정치적 위험 보장 등을 제공하고 투자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주요 활동 

Main Areas of 

Engagement

세계은행(IBRD)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

(KPOK)

국제금융공사
(IFC)

교육

녹색성장혁신 

금융·경쟁력·혁신

(FCI)

국제투자
보증기구
(MIGA) 

취약·분쟁·폭력

(FCV)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혁신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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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1)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2) 환경·천연자원 관리, 

(3) 토지 행정 및 지리공간정보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혁신을 촉진합니다. 녹색성장혁신 

프로그램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와 ‘한국 녹색성장 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KGGTF)’이 공동 운영합니다. KGGTF는 한국이 세계은행에 출연한 대규모 

신탁기금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합니다. 

1.  

녹색성장혁신

Green Growth 

Innovation

개요

2020년 1월 기준

중점 분야

한국 녹색성장 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KGGTF)은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에서 비롯한 전문 지식과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용하여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 녹색성장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자 2011년 설립하였습니다. 

KGGTF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녹색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그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세계은행 팀에 자금을 조달하고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개발도상국과 

협력합니다. 개발 현장 프로그램 및 지식 공유를 

지원하는 이 기금으로 2020년 1월 현재까지 도시,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기후 변화, 

수자원, 농업 등의 분야에서 145개의 무상공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 녹색성장 신탁기금(KGGTF) 

교통도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기후 변화

농업수자원

8,800만 달러

145개

기금 총액

무상공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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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운영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체계 개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고효율 그린 빌딩

개요

2020년 1월 기준

• 중점 분야

한국사무소 에너지팀은 아프리카, 동아시아·태평양 및 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재생 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전력계통(power grid system)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며, 재생 에너지의 이용·보급 확대를 

통하여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도록 돕습니다. 

1.�1.

에너지
Energy�and�

Extra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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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국가/지역: 베트남

사업 목적: KGGTF의 지원으로 산업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투자 촉진 및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 내용: 산업계, 금융 기관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과 함께 산업 부문 에너지 기술 

및 사업 모델에 대한 지식 교류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사)에너지절약

전문기업협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한국의 전력계통 운영 성공 사례 공유

(2019년 5월)

국가/지역: 아프리카 

사업 목적: 한국 전력계통 및 전력 시장의 계획·운영

성공 사례 공유 

사업 내용: 서아프리카전력연합(West Africa Power 

Pool) 소속 10개의 전력사 및 기관 관계자 36명을 

대상으로 2주간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전력거래소

울란바토르 청정 대기 프로젝트 

국가/지역: 몽골

사업 목적: 규제 강화를 통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및 관련 녹색 기술 확대

사업 내용: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난방 전용 보일러

(heat only boiler) 교체와 주택 단열 개선에 관하여 

기술 검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공동으로 몽골 대표단을 

위한 지식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주거용 건물(에너지 제로 아파트), 상업용 건물(그린 

제로 에너지 사무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 

시설, 노후 아파트 대상 녹색 주택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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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국가/지역: 필리핀 

사업 목적: 배전협동조합(Electric Cooperative) 

서비스 지역 중 일부를 선별하여 가정용 태양광 

전기 보급 확대

사업 내용: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solar home 

system, SHS),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solar 

photovoltaic plants) 및 선불용 전기 계량기

(prepaid meters) 보급과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목표치 4만 500개 중 1만 개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이 설치 완료되어 정상 작동 중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8년 8월 세계은행과 

체결한 양해 각서(MOU)의 후속 조치로 본 사업과 

관련한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태양광 발전 확장 프로젝트

국가/지역: 아프가니스탄

사업 목적: 아프가니스탄 태양광 발전 공급량 증대

사업 내용: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부문의 

계통연계형(grid-connected) 태양광 발전을 

촉진하려는 세계은행그룹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기술 자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태양광 발전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력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세계은행 에너지 포럼(2019년 11월)

국가/지역: 글로벌

사업 목적: 에너지·녹색성장 관련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지식 교류 진행 및 학습 기회 마련

사업 내용: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에 참여

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세계은행 

에너지 포럼(World Bank Energy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행사에 

세계은행의 9개 전력사 고객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포럼을 통하여 KGGTF가 지원하는 태평양 

도서 지역 e-모빌리티와 배터리 저장 장치 

프로그램에 한국의 전문 지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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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및�천연자원�

관리
Environment,�

Natural�Resources�and�

Blue�Economy

세계은행 환경국(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Blue Economy Global 

Practice)은 전문 지식 제공, 기술 지원 및 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저소득·중소득 

국가에서 토지, 해양, 수자원 등과 같은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사무소 환경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생태계와 천연자원 관리, 기후 회복력 

증대 및 고형·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개선에 주력합니다.

삼림 및 경관 

관리 개선

수산·연안 자원 

관리 개선

고형·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기후 회복력 

증대 

개요

2020년 1월 기준

• 중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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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경관 및 생태 관광 프로젝트

(2019년 5월)

국가/지역: 캄보디아

사업 목적: 보호구역 관리 개선, 생태 관광 확대 및 

비목재 임산물 가치 사슬 강화 

사업 내용: 세계은행 신규 프로젝트로, 5,5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차관과 지구환경 

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의 무상공여를 

통하여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캄보디아 

카다멈산맥(Cardamom Mountains)의 보호 구역에 

대한 관리 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수산업 전문 지식 공유

(2018년 9월, 2019년 9월) 

국가/지역: 베트남, 미얀마 

사업 목적: 양식업, 해양 오염 및 연안 자원 관리에 

관한 한국의 혁신 기술 공유 

사업 내용: 

•   베트남: KGGTF 주최로 한국의 선박 감시 체제에 

대한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 이후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신규 수산업

    프로젝트에 선박 감시 체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  미얀마: KGGTF 주최로 (1) 양식업 및 공급망 

개발, (2) 청색경제(blue economy) 로드맵 

개발, (3) 어획 모니터링·통제·감시(MCS)에 관한 

기술 자문, (4)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을 

주제로 한 지식 교류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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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험 회복성 프로그램을 통한 기후 회복력 

증대(2017-2019년)

국가/지역: 필리핀

사업 목적: 기후 회복력 증대를 위한 국가 전략 및 

예산 관리 방안 개선 지원 

사업 내용: 필리핀의 ‘국가 위험 회복성 

프로그램(National Risk Resiliency Program)’을 

통하여 기후 변화 관련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다개년 사업(2017-2019년)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후 회복력 증대를 위한 필리핀 정부의  

투자 비전 설정, 관련 전략 개발 및 기후 변화 대응 

예산 배분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재정 지출의 효과와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지식 공유 워크숍 

(2019년 3월)

국가/지역: 캄보디아

사업 목적: 폐기물 관리, 사업 모델 및 민관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 내용: 캄보디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하여 

1주일간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KGGTF의 지원으로 공동 개최한 이 행사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고형 폐기물 관리 

운영 노하우 등 한국의 첨단 기술을 소개하였고,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의 고형 폐기물 및 환경 

오염 관리를 위한 세계은행의 신규 프로젝트가 

논의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국과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질 신규 고형 폐기물 

매립지 관리 시스템에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력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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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9년 12월 기준

• 중점 분야

디지털 토지 거버넌스지리공간정보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세계은행 도시·토지개발국(Urban, Resilience and Land Global Practice)에 소속된 

글로벌 토지·공간부(Global Land and Geospatial Unit)는 개발도상국에 토지 개혁, 

토지 행정 및 지리공간정보 관리를 위한 글로벌 솔루션을 전수합니다. 한국사무소 

토지·공간팀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수의 토지 행정 및 지리공간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리공간정보와 기술은 경제 변혁과 지속 가능 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자 정부와 전자 서비스, 전자 상거래, 

스마트 시티, 정밀 농업, 기후 변화 종식을 위한 노력 및 재난 위험 관리 개발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1.3.

도시·토지�개발
Urban,�Resilience�

and�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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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공간정보 관리 자문 서비스

국가/지역: 글로벌 

사업 목적: 지리공간정보 통합 프레임워크

(Integrated Geospatial Information Framework, 

IGIF)를 통한 전 세계 각국 지리공간정보 관리 체계 

개발과 통합 및 강화

사업 내용: 유엔 전문가위원회와 함께 IGIF 가이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세계은행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부 국가에 역량 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공간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행 계획(예산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준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콜롬비아·몽골·베트남에서 IGIF 실행 계획을 준비 

중이며, 캄보디아·말라위·니카라과·필리핀·세이셸 

등은 IGIF 실행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지리정보원

토지 거버넌스 및 데이터베이스 개선 프로젝트 

국가/지역: 베트남 

사업 목적: 토지 관리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및 디지털 토지 정보 시스템 구축(베트남 

전자 정부 구축 관련 핵심 사업의 일환) 

사업 내용: 한국감정원이 베트남에 도입한 대규모 

토지 감정 기술에 이어서 베트남의 토지 정책과 

입법 개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데이터 디지털화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의 토지 지가 구축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감정원 

토지 소유권 강화를 위한 토지 구획 프로젝트

국가/지역: 필리핀

사업 목적: 토지 소유권 보호 및 농지 개혁 

수혜자들의 재산권 강화 

사업 내용: 한국사무소 토지·공간팀이 관리하는 

신규 사업으로, 토지 행정에 필요한 기술 지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독려로 농지 소유권을 

정립하여 필리핀 정부의 기존 사업에 효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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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무소 금융·경쟁력·혁신(FCI)팀이 운영하는 서울금융자문센터(Seoul Financial

Center)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 제고, 혁신 및 장기 

금융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한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설립한 서울금융자문센터는

한국 금융 부문의 발전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위한 정책 자문, 

기술 지원, 조사 연구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1990년대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 금융 부문을 대폭 혁신하고 관련 제도와 기관을 보강함으로써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금융 기관은 많은 국가의 금융 시스템 발전에 참고할 만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금융자문센터는 2012년 이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금융 부문 

지원을 위하여 총 2,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자금을 제공한 한국 신탁기금(빈곤감축

기금)을 관리하며, 30여 개 한국 금융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과 수혜국 간 

맞춤형 지식 교류로 세계은행의 개발도상국 지원을 돕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프로젝트 지원 규모 

2. 

금융·경쟁력·혁신- 

서울금융자문센터 

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Seoul Financial 

Center

2,500만 달러
신탁기금 누적 총액(2012년 6월-2020년 12월)

개요

2020년 1월 기준

47만 5,000 달러
동아시아 지역 금융 통합 연구

60만 6,000 달러
아세안(ASEAN) 국가 위험 평가

30만 6,000 달러
바젤 II 필라 2 이행 조사 연구

14만 5,000 달러
금융사 리스크 경감 사례 연구

30
한국 파트너 기관

40
개발도상국과의 지식 교류

10
한국 금융 기관과 체결한 양해 각서

곳 이상

건 이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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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금융 부문 개발 140만 달러/70만 달러

인도네시아

위기 시뮬레이션 체계 37만 달러

라오스

금융 부문 개발 80만 달러/52만 달러/100만 달러

태국

보험 부문의 지급 여력 제도 및 위험 기준 

자기 자본 제도 42만 달러

중국

금융 제도 개선 전략 보고서 47만 달러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교육 49만 달러

금융 소비자 교육 평가 시스템 25만 달러

미얀마

빈곤층 금융 포용 360만 달러/100만 달러

몽골

자본 시장 개발 37만 달러

금융 부문 개발 지원 190만 달러/48만 6,000달러

베트남

자본 시장 및 비은행 부문 개발 140만 달러

필리핀

금융 부문 개발 및 금융 포용 60만 달러

파푸아뉴기니

금융 역량 설문 조사를 위한 기술 지원

47만 5,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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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을 위한 금융 포용 

국가/지역: 미얀마 

사업 목적: 빈곤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 증대를 위한 

(1) 법규 체계 강화, (2) 금융 인프라 현대화, 

(3) 디지털 금융 서비스 촉진 및 금융 확장을 위한 

기술 지원과 정책 자문

사업 내용: 기술 지원과 정책 자문을 통하여 금융 

인프라와 규제 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한국 기관과 

협력하여 미얀마 금융 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미얀마 금융 부문 제도 개선 지원

•규모가 작고 비효율적이며 균등하지 않은 금융 부문

•낡은 법규 체계

•성인 인구의 23%만이 은행 계좌 소유

•부실한 금융 인프라

   현황 및 당면 과제

  한국 신탁기금 1차 무상공여금 제공(2015–2018년): 

  360만 달러

•법률,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의 취약점 평가

•금융 인프라 수요에 대한 평가 및 자문

•국책은행 평가

   협력 기관

•한국은행: 지급 결제 시스템 관련 연수 제공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 관련 지식 공유

   제도 개선 시작

   한국 신탁기금이 지원한 자문 사업을 바탕으로 

   세계은행 차관 제공(2016-2020년): 1억 달러

•국책은행 개혁

•금융 부문 법률, 규제 및 감독 체계 개선

•중앙은행 및 금융 인프라 현대화

   제도 개선 확장

   한국 신탁기금 2차 무상공여금 제공(2019–2020년): 

   100만 달러

•부실 은행 정리 체계 강화

•위기관리 역량 구축

•은행 부문 모니터링 강화 지원

•이자율 자유화에 관한 정책 논의

   2단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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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핀테크 컨퍼런스

(2016년 9월)

사업 목적: 핀테크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당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지식 

교류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사업 내용: 아시아개발은행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금융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APEC 각국의 중앙은행, 

증권 감독 기관 등 금융 규제 기관과 국제 기준 

제정 기구 담당자 총 50명이 참석하였으며 

(1)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 (2) 크라우드펀딩과 

블록체인 소개, (3) 핀테크를 통한 금융 포용 향상, 

(4) 전통적인 금융 산업에 대한 도전, (5) 핀테크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접근 방식, (6)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금융감독원

건전하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

국가/지역: 몽골

사업 목적: 은행 부문 강화, 자본 시장 및 비은행 

부문 발전, 금융 인프라 및 금융 교육 향상, 자산 

회복(범죄 수익 환수)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내용: 기술 지원, 진단, 역량 강화 및 지식 

전수를 통하여 몽골의 금융 부문 제도 개선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협력 기관: 한국예탁결제원, 법무부, 서울회생법원 등  

채권 시장 발전을 위한 지식 교류(2018년 8월)

국가/지역: 베트남

사업 목적: 국채 시장의 기능 향상 및 유동성 증가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강화 

사업 내용: 베트남 재무부를 대상으로 한국 

채권 시장의 발전에 관한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미래에셋대우

혁신적 금융 서비스: 한국의 인터넷 전문 은행

(2020년 1월)

사업 목적: 한국 1세대 인터넷 전문 은행 경험 연구

사업 내용: 한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금융 산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및 규제상 미비점 

등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 내용 공유 및 

한국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더 논의하기 

위하여 웹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서울대학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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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의 협약으로 2009년 설립한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 

구축 신탁기금(K-FCV)’은 분쟁·취약국의 거버넌스와 평화 구축을 위한 개발 과제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워싱턴 D.C. 세계은행그룹 본부 FCV 그룹에 소속된 

K-FCV 사무국은 K-FCV 기금 관리, 공여금 조성,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구성, 지식 

관리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업무 등을 관장합니다.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 구축 

신탁기금

(K-FCV)

전 세계 46개 국에서 57개 사업 진행

신탁기금 총 자산 약 3,400만 달러

누적 지출액의 약 54%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업에 지원

약 660만 달러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24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세계은행그룹 차관 사업에 기여

한국 기관들과 11차례 지식 교류 활동 진행

한국은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 구축 신탁기금(Korea Trust Fund for Economic 

and Peace-Building Transitions, K-FCV)’을 통하여 취약·분쟁·폭력(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FCV) 상황에 놓인 국가의 평화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은행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고, 한국 민간 기관의 FCV 국가 진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사무소 분쟁·취약국(FCV)팀은 한국 기관과 협력하여 FCV 국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FCV 이슈 해결에 한국의 개발 경험을 활용하며, 세계은행의 

글로벌 FCV 어젠다 발전을 돕는 등 분쟁·취약국 지원을 위한 한국과 세계은행의 

파트너십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K-FCV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혁신 사례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국제협력단,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Global Compact Network Korea, GCKN), KT, 

연세대학교 등 다수의 한국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3. 

취약·분쟁·폭력

Fragility, 

Conflict, and 

Violence

개요

2019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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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유엔 공동 보고서 ≪평화로의 길: 

분쟁 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 발표

(2018년 10월)

사업 목적: 세계은행그룹과 유엔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평화로의 길: 분쟁 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Pathways for Peace: Inclusive Approaches 

to Preventing Violent Conflict)≫ 홍보 및 

해당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논의 

사업 내용: 유엔 및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공동으로 ≪평화로의 길≫ 한국 발표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정부·국제 기구·학계·

연구기관·시민사회·NGO에서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분쟁에 관한 

예방적 접근의 중요성, 개발협력 및 평화 구축 관련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분쟁·갈등의 예방적 접근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K-FCV는 ≪평화로의 길≫ 출간을 위한 일부 배경 

보고서 준비와 발표회 개최에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기획재정부, 외교부,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분쟁·취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론티어 농업 기술 

관련 지식 교류(2019년 12월)

사업 목적: K-FCV가 지원하는 ‘아프리카 분쟁·

취약국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론티어 농업 기술

(Water-Saving, Climate-Smart Frontier 

Agriculture in Africa’s FCV Context)’ 사업 관련 

지식 교류 행사 지원 및 관련 기술 협력 가능성 타진

사업 내용: 세계은행 농업팀에서 2차례

(2019년 8월, 12월) 방한하여 한국의 식용 곤충 

산업 현황을 돌아보고, 한국의 경험을 세계은행의 

일부 FCV 국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방문단은 협력 기관인 농촌

진흥청과 함께 한국의 식용 곤충 사육과 가공 

경험을 활용하여 곤충을 식량이나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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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선도 시범 국가의 ‘기근 행동 메커니즘

(Famine Action Mechanism, FAM)’ 활성화

국가/지역: 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업 목적: 정부, 인도주의 기구 및 개발협력 

파트너들의 초기 대응을 통하여 극심한 식량 안보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력 강화

사업 내용: 아프가니스탄, 차드, 소말리아, 남수단 

및 예멘에서 FAM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해 위험 관리의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인도주의 개발 전반에 걸쳐 위험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FAM 사업 주관 팀은 5개 시범 국가에서 ‘위기 

대응 행동 계획(Anticipatory Action Plans)’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 팀과 협력 기관을 

지원합니다. 한국사무소 FCV팀은 본부 FCV팀과 

이 사업을 공동 주관하며, 식량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기술 활용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등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K-FCV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진국의 FCV 대응을 위한 접근 방식 개발 

국가/지역: 글로벌 

사업 목적: 중진국 FCV 현황에 대한 지식 기반 

강화 및 중진국 평화 증진에 효과적인 대응책 

검토로 세계은행그룹과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접근 방식 개발

사업 내용: 중진국의 분쟁 유형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각 지역 및 부서의 국장·부국장 추천을 

받은 세계은행그룹과 국제통화기금(IMF)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6월 워싱턴 D.C.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진국 사업을 

진행할 때 따르는 실무 및 정책적 어려움과 관련 

정보, 연구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6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은행의 

활동을 검토하는 국가별 사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사무소 FCV팀은 필리핀, 태국, 크로아티아의 

사례 연구를 위하여 한국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연구 진행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K-FCV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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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취약국 대상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혁신 

한국사무소 FCV팀은 분쟁·취약국에 필요한 ICT 기반의 혁신 사업을 위하여 

한국과 세계은행그룹의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분쟁·취약 상황에서 ICT를 활용한 혁신 사례 

세미나 개최(2019년 9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혁신·기술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FCV 환경에서 ICT 활용 혁신 사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K-FCV가 

지원하는 ‘모니터링 및 감독을 위한 공간 분석 

기술 활용 이니셔티브(GEMS)’와 ‘지리·공간 기반의 

ICT 도구를 활용한 FCV 사업 지원(Enhancing FCV 

Operations with Geospatial ICT Tools)’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또한, 분쟁·취약국에서 보건 이슈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고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글로벌 전염병 예방 

플랫폼(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을

소개하였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이 플랫폼은 KT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의 FCV 지원 전략 소개

(2019년 5월)

세계은행의 FCV 전략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GEMS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대학 및 FCV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였습니다. 

K-FCV는 분쟁·취약 상황에서 (1) 조기 경보 및 사전 위험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2)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핵심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며, (3) 위험 지역에서 진행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를 제고하고자 ICT 기반의 혁신 수단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합니다.

K-FCV가 지원하는 ICT 활용 혁신 사업

• 미얀마: 평화와 포용을 위한 사람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 타지키스탄: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참여 

• FCV 지역에 체계적인 ICT 기반 사업 지원 

• 지리·공간 기반의 ICT 도구를 활용한 FCV 사업 지원 

• GEMS+: 디지털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FCV 환경에서 공공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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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 

글로벌 트렌드 및 모범 사례 

국제 개발 사업의 교훈 

세계은행 사업 경험 

*실무지식(operational 

knowledge)이란? 

KPOK가 활용하는 ‘실무지식’은 

일반적으로 세계은행그룹이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생산하는 방대한 

양의 개발협력 관련 지식을 말합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실무지식을 

그룹 전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나 개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에 활용함으로써 개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의 경험 

개발 프로젝트 운영과 실무에 관한 최신 솔루션 

각 부문 협력 기관의 개발 사업 경험 

한국의 개발협력 프로그램: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은행 프로그램

오픈 러닝 캠퍼스(OLC)

한입 크기 온라인 학습

자기 주도형 온라인 학습 

촉진형 온라인 학습

대형 온라인 공개 수업 

혼합형 학습 프로그램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DI)

사례 연구 

요약 보고서 

Bite-sized e-course
Self-paced e-course 
Facilitated e-course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Blended Learning Program

Case Studies
Delivery Notes

Global trends & best practices
Development lessons
World Bank operations

Up-to-date development solutions
Evidence-based lessons from 
sectoral partners
Korea-initiated programs 
(KSP, EDCF, Korea-funded WB programs)

G L O B A L  K N O W L E D G E

K O R E A ’ S  E X P E R I E N C E

OLC PRODUCTS

GDI  PRODUCTS

G O A L S

Inform World Bank (WB) 
operations

Capacity building for 
country clients 
implementing WB projects

Promote partnership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활용 

세계은행 프로젝트 시행 국가의 역량 강화 

개발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목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국제 개발 사업에 대한 실무지식(operational 

knowledge)*과 교훈 등을 공유하며 개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세계은행의 

각 부서(GP) 및 한국 기관들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

(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재 KPOK는 온·오프라인 강의와 사례 

연구 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저소득·중소득 국가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사무소 개발 경제 지식·전략(Development Economics Knowledge and 

Strategy, DECKS)팀에서 운영하는 KPOK는 세계은행의 ‘오픈 러닝 캠퍼스(Open 

Learning Campus, OLC)’와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lobal Delivery Initiative, 

GDI)’를 통하여 실행됩니다. KPOK는 전문가, 실무자, 대학, 연구 단체 및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한국의 개발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 세계 

개발협력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4.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

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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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2월 기준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

(KPOK)

오픈 러닝 캠퍼스(OLC) 

OLC는 글로벌 개발협력에 관한 지식을 실천적 

학습 과정(actionable learning)으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개발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KPOK는 이를 위한 온라인 학습 과정과 혼합형 

학습 프로그램(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워크숍 

세션, 현장 방문, 지식 공유 및 실행 계획 수립 

등을 결합)을 기획하고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일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DI)

GDI는 개발 실무자들의 효과적인 프로젝트 

시행을 돕기 위하여 프로젝트 집행 단계에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검토하고, 수집·축적

합니다. GDI는 KPOK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과 

해외 프로젝트 사례를 살피고, 프로젝트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와 그 해결 과정 

분석에 주력합니다. 

무상공여금 총액 

2,100만 달러

현재까지 집행한 무상공여금 

1,700만 달러

한국 파트너 기관

30곳 이상

OLC 온라인 학습 과정 

140개 이상

혼합형 학습 프로그램

4개 

학습 참여자  

190        32개국에서 

한국 사례 활용 비율

50%이상

GDI 사례 연구

4건

GDI 요약 보고서 

16건

GDI 사례 집필자 

8명

만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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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컨퍼런스

(2016년 3월)

국가/지역: 글로벌

사업 목적: 개발도상국의 빅데이터 사용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식 기반과 역량 강화 

사업 내용: 세계은행 각 부서(농업, 교통, 디지털 

개발)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솔루션을 주제로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16개국에서 온 70 여 명의 개발도상국 

참석자를 비롯하여 총 14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케냐, 르완다, 

우간다 등의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실무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농업 기술 관련 혼합형 학습 프로그램

(2019년 7-12월)

국가/지역: 글로벌

사업 목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및 식품 혁신 

분야의 실무 지식 제공 

사업 내용: 디지털 농업 기술을 주제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워크숍, 현장 방문, 지식 공유 및 

실행 계획 수립 등을 결합한 혼합형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실무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한국

에서 열린 <디지털 농업 기술에 관한 지식공유 

(Knowledge Exchange on Digital Agriculture 

Technology)> 워크숍(8월 26-30일)에는 세계은행 

농업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6개국 팀과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 Network) 회원국에서 각각 

30여 명씩, 총 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디지털 

농업 기술을 주제로 한 자기 주도형 온라인 학습 

과정에는 전 세계에서 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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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디지털 농업 기술 워크숍 참석자들의 피드백 

“다양한 연사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북·남미 지역의 경험에서 

모두 배울 점이 있었고, 온라인 학습 과정도 

훌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되기를 바랍니다.”

미겔 시에라(Miguel Sierra), 

우루과이 국립농업연구원

“유익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였고, 세계은행의 환경 및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부문 

전문가의 발표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혁신에 대한 세계은행의 경험 사례도 

흥미로웠고, 협력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특히 높게 사고 싶습니다.”

훌리에타 소우사(Julieta Souza), 

우루과이 농림축산어업부

“디지털 농업 기술 솔루션의 적용과 확장에 관한 

매우 유용한 연수였습니다.” 

압두르 라만 발라라베(Abdur Rahman Balarabe), 

나이지리아 농림부 파담(Fadam) 개발 프로젝트 조정국 

“워크숍 프로그램이 매우 훌륭합니다. 1주일간 

양질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많은 분이 힘써 주셨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프탑 솔랑기(Aftab Solagni), 

파키스탄 신드주(Sindh) 농업·공급 및 가격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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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1월 기준

디지털 경제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과학 기술 분야의 

인적 자원 개발

기술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인적 자원 개발, 직업 교육 훈련 및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많은 개발도상국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 교육팀은 

한국의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 한국의 과학 기술 기관에서 아프리카 국가 

학생들을 위한 박사 과정 연구를 지원하며, 인도의 직업 교육 훈련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5. 

교육

Education

• 중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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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 시스템 강화 

국가/지역: 인도

사업 목적: 수요자 중심의 분권화된 직업능력 개발 

시스템과 관련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내용: KWPF의 지원으로 인도의 직업능력 

시스템 강화를 위한 한국과 인도 정부의 지식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4차 산업 혁명 대응: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 동아시아·태평양

사업 목적: 한국 및 여타 동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한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지식 교류 및 

전략 구축

사업 내용: ‘한국–세계은행협력기금(Korea-

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KWPF)’의

지원으로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한국의 모범 사례를 

분석하고, (2) 18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연례 

<아세안+3 직업능력 개발 포럼(ASEAN+3 Human 

Resource Development)>을 개최하며, 

(3) 상기 포럼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심층 정책 

분석과 교육을 제공하는 웹 세미나 등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각종 웹 세미나에는 13개국 

이상에서 평균 50여 명이 참여하여 직업능력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협력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

아프리카 과학 기술 파트너십(PASET)  

국가/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업 목적: 한국 협력 기관과 함께 아프리카 

응용과학, 공학 및 기술 분야 박사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아프리카 지역 대학의 박사 교육 과정 및 

연구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내용: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과학 기술 

파트너십(Partnership for Skills in Applied 

Sciences, Engineering and Technology, PASET)’ 

프로그램의 주요 파트너로서, KWPF를 통하여 

기술 지원, 지식 공유 및 아프리카 ‘지역 장학 및 

혁신 기금(Regional Scholarship and Innovation 

Fund, RSIF)’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6명의 아프리카 지역 박사 과정  

학생들이 RSIF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2년간의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각각 식량 

안보와 농업 관련 산업(agribusiness), 기후 변화,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에너지, 광물, 광업과 재료 공학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2020년부터는 PASET 프로그램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등 새로운 

한국 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협력 기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삼성꿈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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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0년 3월 기준

IFC 자체 계정을 통한 투자액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한 투자액 

 IFC AMC(Asset Management Company) 

펀드 약정액 포함

1985년 이래 금융 제공 총액

한국 기업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제공

한국은 개발도상국 투자의 주요 파트너이며, 한국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중요한 사업 

개발자이자 투자자입니다.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한국사무소는 신흥 시장의 전력, 제조 및 금융 기관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프로젝트와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국 기업 및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IFC는 한국의 풍부한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인프라, 제조·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사업 확대를 지원하고자 앞으로도 한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전 세계 신흥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6.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3년 11월 IFC 한국사무소 재개소 이후, 한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 제공 총액

47억 달러 이상

17억 달러

30억 달러

126억 달러

1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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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 트리슐리-1(Upper Trishuli-1) 

수력 발전 프로젝트 

국가/지역: 네팔

규모: 4억 5,300만 달러 차입 금융 패키지(debt 

financing package)

사업 내용: IFC는 네팔 중부 트리슐리강(Trishuli)에 

216메가와트의 수로식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4억 5,300만 달러의 차입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네팔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 중 하나로, IFC는 

8개의 다른 대출 기관이 참여한 차입 금융 패키지의 

주간사(lead arranger)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발전소가 완공되면, 네팔에는 현재 전력 공급량의 

1/3에 해당하는 추가 전력이 공급되며, 900만 명이 

안정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폰서: 한국남동발전, (주)대림산업, 

(주)계룡건설산업

금융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굴푸르(Gulpur) 수력 발전 프로젝트 

국가/지역: 파키스탄

규모: 5,000만 달러 투자 및 7,200만 달러 조달

사업 내용: 본 프로젝트는 푼치강(Poonch)에 

102메가와트의 신설(greenfield) 수로식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포함

합니다. IFC는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파키스탄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저비용 에너지 생산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폰서: 한국남동발전, (주)대림산업, (주)롯데건설

한세 아이티

국가/지역: 아이티

규모: 300만 달러

사업 내용: IFC는 한국 의류 기업인 한세실업의 

첫 아이티 생산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달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티에 최대 2,6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인력의 

대부분은 여성일 것입니다.  

스폰서: 한세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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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KHMF) 

지분 투자 및 대출 

국가/지역: 미얀마

규모: KHMF에 300만 달러의 지분 투자 및 

1,000만 달러 규모의 미얀마 짯화 선순위 

대출(kyat-denominated senior loan)

사업 내용: IFC는 본 투자를 통하여 KHMF의 소규모 

기업 대출 포트폴리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미얀마의 재정 포용성을 높이고 빈곤 감축을 

도모합니다. KHMF는 미얀마 전역의 저소득층, 특히 

여성들의 자금 조달 수요를 지원하고자 소액 대출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폰서: KEB 하나은행(현 하나은행)

IFC 이노베이션 데이

IFC 한국사무소는 2017년부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민간 부문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연례 포럼인 

<IFC 이노베이션 데이(IFC Innovation Days)>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핀테크의 아시아 진출 

모색(Connecting Korean Fintechs with Asia)’을 

주제로 한 2019년 포럼에는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와 기업가, 금융 기관, 씽크탱크, 한국 정부 

대표 및 중국·인도·베트남에서 4개의 포트폴리오 

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액세스벤처스(Access Ventures)

디캠프(D.Camp)

디티앤인베스트먼트(Dt&Investment)

핀다(FINDA)

해빛(Havit)

인터베스트(InterVest)

정글벤처스(Jungle Ventures) / 싱가포르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한국투자파트너스(Korea Investment Partners)

심플 크레디트(Simple Credit) / 중국

소프트뱅크벤처스아시아(SoftBank Ventures Asia)

솔리드앤팬텍(Solid&Pantech)

스파크랩스(SparkLabs)

스타트업얼라이언스(Startup Alliance)

섬스코프(Sumscope) / 중국 

트랜스링크캐피탈(TransLink Capital)

볼레크리에이티브(VoleR Creative)

위워크코리아(WeWork Korea)

요즈마벤처스(Yozma Ventures)

재플(Zapple)

IFC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온 

벤처 캐피탈 및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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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9년 12월 기준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장려하고자 투자자와 대출 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 위험 보장(political risk insurance)’과 ‘신용 보강(credit 

enhancement)’을 제공합니다. MIGA 한국사무소는 한국 투자자의 프로젝트에 대한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을 진행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MIGA 한국사무소는 아시아에 있는 2곳의 허브 사무소 중 하나로 

중국, 몽골, 인도, 네팔 및 파키스탄에서 진행하는 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7.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누적 보증금 총액 

현재 보증 잔액 

4억 9,900만 달러 

3억 7,9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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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 트리슐리-1(Upper Trishuli-1) 

수력 발전 프로젝트 

국가/지역: 네팔

규모: 8,740만 달러

내용: 이 사업은 트리슐리강에 있는 216 메가와트 

규모의 수로식 수력 발전소의 개발,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합니다. 본 계약은 한국남동발전이 

네팔 수자원 에너지 개발 회사(Nepal Water and 

Energy Development Company)에 제공한 지분에 

대하여 계약 위반 위험을 최대 15년까지 보증합니다.

가입자: 한국남동발전

굴푸르(Gulpur) 수력 발전 프로젝트 

국가/지역: 파키스탄

규모: 8,270만 달러

내용: 이 사업은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102메가와트의 수로식 수력 

발전소의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합니다. 

본 계약은 계약 위반 위험을 최대 15년까지 

보증합니다. 

가입자: 한국남동발전, (주)대림산업, (주)롯데건설

가지안테프(Gaziantep) 병원 프로젝트

국가/지역: 터키

규모: 5,380만 유로(5,760만 달러)

내용: 이 사업은 BLT(Build Lease Transfer) 방식

으로 진행되며, 28년 동안 터키 남동부의 

가지안테프주에서 침상 1,875개 규모의 병원을 

건설하고 이를 터키 정부에 임대하며 유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본 계약은 과실 송금 제한, 몰수, 전쟁, 소요 및 계약 

위반 위험을 최대 20년까지 보증합니다. 

가입자: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주)삼성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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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타워 2, 37층 

032-713-7000

webkorea@worldbank.org

worldbank.org/korea

서울 연락사무소(IFC & MIGA)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12층 

02-6975-3000

ifckorea@ifc.org 

ifc.org/korea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 | 

Special Representative / Country Manager

한국사무소 CMU(Country Management Unit)

이지원 담당관 | Operations Officer

강민재 과장 | Executive Assistant

최보정 대리 | Team Assistant

전소연 대리 | Team Assistant

최은영 주임 | Administrative Assistant

최삼란 주임 | Administrative Assistant 

김병관 주임 | Administrative Assistant

김민경 컨설턴트 | Consultant

임수연 컨설턴트 | Consultant

녹색성장혁신(Green Growth Innovation) 

황인철 선임 담당관 | Senior Energy Specialist

캐서린 켈름(Kathrine Kelm) 선임 담당관 | 

Senior Land Administration Specialist

머리스 롤린스(Maurice Rawlins) 담당관 |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Specialist 

오하늘 애널리스트 | Operations Analyst

주보라 컨설턴트 | Land and Geospatial Consultant  

신은지 컨설턴트 | Environmental Consultant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POK)

김지선 선임 조정관 | Senior Program Coordinator

박선영 과장 | Program Assistant

허정윤 주임 | Administrative Assistant

황혜정 컨설턴트 | Consultant

금융·경쟁력·혁신(FCI)-

서울금융자문센터(Seoul Financial Center)

사미어 고열(Sameer Goyal) 센터장 | Program Manager

박경균 선임 담당관 | Senior Financial Sector Specialist 

최유진 담당관 | Financial Sector Specialist

장여선 컨설턴트 | Consultant

분쟁·취약국(FCV)

정다운 선임 담당관 | Senior Program Officer

강서윤 담당관 | Operations Officer 

교육 
김하연 컨설턴트 | Education Consultant

국제금융공사(IFC) 
류지연 대표 | Resident Representative

유리슬 부장 | Investment Officer

이재진 팀장 | Investment Officer 

차승훈 과장 | Investment Analyst 

천혜진 대리 | Program Assistant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권재형 대표 | Representative / Head of North Asia 

박경호 차장 | Consultant

연락처 2020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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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사항 

본 책자는 세계은행그룹의 공식 출판물과 관련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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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허가 

본 책자에 실린 모든 자료는 저작권 대상입니다. 

세계은행그룹은 지식 공유를 장려하며, 적절하게 인용한다면 본 책자에 실린 

자료를 비상업적 용도로 전체 및 부분 활용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저작권 및 

사용권에 관한 문의는 세계은행그룹 출판지식본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은행그룹 출판지식본부(Publishing and Knowledge Division)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USA

팩스 +1 202-522-2625 

이메일 pubrights@worldbank.org

편집·디자인 

필드워크 Fieldwork 

사진 제공 

세계은행그룹, 인천관광공사(3쪽)

본 책자에 대한 의견이나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에 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타워 2, 37층 

전화 032-713-7000

이메일 webkorea@worldbank.org

홈페이지 worldbank.org/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