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지식협력단지 개관기념식
Grand Opening of the Global Knowledge Exchange and Development Center

초청의 글

‘글로벌지식협력단지(GKEDC)’의 개관기념식에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경험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와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60여개 국가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제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적인
지식협력과 역량강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공영에 기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방문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병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개관기념식
행사 프로그램
개관식 (14:00-14:50) (50')
14:00-14:10 10’

■

건립보고 : 서규식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기획과장

14:10-14:20 10’

■

기념사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축사
1) 진 념 前부총리
2) 최정표 KDI원장

14:20-14:40 20’

14:40-14:50 10’

■

3) KSP 협력국 주요인사
4) Bambang Susantono ADB 부총재

현판제막 및 기념사진촬영

전시관람 (14:50-15:50) (60')
14:50-15:20 30’

■

서막(5’) → 개관기획전시(5’) → 경제발전관(20’)

15:20-15:50 30'

■

Coffee Break

컨퍼런스 (15:50-18:00) (130')
■

1)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비전(우병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2) 지식교류허브로서의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역할(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3) 글로벌지식협력단지·국제기구 협력방안
(소훈섭 WB 한국사무소장)
(Gambhir Bhatta ADB 부국장)
4) 종합토론 및 Q&A
- (좌장) 허경욱 前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
,
- Maria Gonzalez de Asls WB 매니저
- 이현훈 강원대학교 교수
- 관련기관 전문가

15:50-17:20 90’

17:20-18:00 40’

주 제: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발전방안

■

리셉션 및 폐회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행사 개요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개관기념식은 크게 세 가지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그동안 개관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설립과정을 반추하고, 2) 전시 관람을 통해
시대별로 조망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살펴보며, 3)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지식공유의 허브로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소개
개 요 국내외 다양한 대상을 위한 연구 및 학습공간
01.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개요
■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체계화하며, 이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와 공유하는 연구와 학습의 공간

02.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로드맵

전시

지식교류

심층 연구
&
관련자료 수집

+

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공영 촉진

비전과 미션 경제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공유
01. 비 전
■

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험과 글로벌 의제를
관통하는 지식과 정보 축적

연구

02. 미 션
■

단기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을 통해 공유하고
전파하는 지식교류의 전초기지로 기능

지식공유의
허브
역량강화

소통

목표와 교육대상 #맞춤형 역량강화 #정책입안자 및 개발전문가 #학생 및 교사
01. 목표
■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글로벌 의제를 관통하는 입체적이고
상호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정기적인 신규 콘텐츠 기획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풀 확대

■

한국의 경제성장경험에 대한 데이터 축적

■

맞춤형 지식교류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 제공

국외협력기관

국내
학생 및 교사

02. 교육대상
■

국외 협력기관의 개도국 공무원 등 정책입안자 및 개발 분야 전문가

■

국내 학생 및 교사

파트너

글로벌
지식협력단지

※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파트너쉽 확대 예정

행사 안내
일 정 : 2018년 10월 31일 (수) 14:00~18:00
장 소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교육동 2층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문 의 : 02-6312-4025

교통 안내
청량리역(1호선) 2번 출구에서 150M 직진 → 현대코어 정류장에서 201번 버스 탑승
→ 3정거장 후 세종대왕기념관 정류장에서 하차 → 세종대왕기념관 교차로에서 건널목 건넌 후
KIST 정문 진입 → 정문에서 300M 도보 이동
고려대역(6호선) 3번 출구에서 110M 직진 → 고려대 앞 교차로에서 건널목 건넌 후 우측으로
350M 직진 → KIST 정문 진입 후 300M 도보 이동

※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KIST 정문
세종대왕기념관 정류장
회기역

고려대역(6호선)
3번 출구

현대코어 정류장
(201번 버스)
청량리역(1호선)
2번 출구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47 (청량리동 207-41, 우편번호 02455)
문 의 : 02-6312-4025 팩 스 : 02-6312-4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