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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내

전시관

도서학습관

교육관

회의실

위치 | 전시동(본관) 1, 2층

위치 | 교육동(별관) 1, 2층

위치 | 교육동(별관) 2, 3층

위치 | 교육동(별관) 1, 2층

1945년 광복 이후의

경제정책 및 경제교육 관련

테마가 있는 다양한 교육실들을 통해

교육・연수 등에 적합한 기자재를

대한민국 경제발전 과정을 한눈에

전문 도서 등을 열람하고

재미있고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을

보유하여 회의・전시 및 홍보 등의

조망할 수 있는 공간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하는 공간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

오시는 길
지하철

버스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회기시장 버스정류장에서 273번 버스 승차 후

파란버스 273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류장 하차 한국과학기술원(KIST) 정문

한국국방연구원(KIDA) 정류장 하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문 통과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도착

통과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도착
파란버스 201 시조사삼거리에서 승차 세종대왕기념관 정류장 하차

6호선 고려대역 3번 출구 하나쇼파에서 우측 방향으로 이동

한국과학기술원(KIST) 정문 통과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도착

세종대왕기념관 삼거리 횡단보도까지 이동 한국과학기술원(KIST)정문 통과

초록버스 1213 시조사삼거리에서 승차 숭례초등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도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정문 통과 글로벌지식협력단지 도착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100m

한국국방연구원
버스정류장

경희의료원
KAIST
서울캠퍼스

Intersection

회기로

세종대왕
기념관

홍릉
가스충전소

진입로
회기동
주민센터
홍릉
가스충전소

홍릉초등학교

수림문화재단

이
문
로

정릉
천

거리
세종대왕기념관 삼

6호선
고려대역
(종암)

청량초등학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사대부설
고등학교

영휘원

홍릉로

숭인원

제기로

1호선
회기역(경희대앞)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7
글로벌지식협력단지
T. 02-6312-4114 F. 02-6312-4102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 044-215-2114 F. 044-215-8033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소개
70여 년 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고속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 경제권에
진입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기적과도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연구·조망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글로벌지식협력단지
(舊 KDI 홍릉 청사)를 조성했습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전시관, 교육관, 도서학습관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이슈까지 논의할 수 있는
전시·학습 기능을 가진 복합공간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는 높은 자긍심을 심어 주고,
외국인들과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비전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수많은 도전과 절망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낸
주역이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자 바로 자신임을 인식하고,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도전도 선도해 나갈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세계가 함께 잘사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지식협력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지식공유

나갈 것입니다.

역량강화
기업의
도전 정신

국민의
노력과 헌신

국제협력기관으로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기능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선진국과 달리 부존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성공한 사례로,
세계경제사 측면에서도 연구하고 보존해야 할 경제발전
모델입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물론 주요 국가들의 발전 경험도 함께
연구·축적하여 자국 발전을 위한 잠재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토대로 양자 혹은
다자간 협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체험학습

지식공유

연수

다양한 교수법

지역교류

체험이 가능한
전시공간을 통한 배움

아카이브를 통한
지식공유

전시관을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

강의식 교육,
프로젝트 기반학습
(PBL) 등의 교수법

교류를 통한
지역과의 소통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건축물
글로벌지식협력단지가 자리 잡은 홍릉국책연구단지는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해
온 싱크탱크의 요람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청사진과
정책 입안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건축물 가운데 본관은,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 당시 해외의 원조를 통해
건립된 것으로서, 반세기만에 이제는 국제사회와의 공동
번영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2022년
까지 舊 KDI 본관을 ‘등록문화재’로 등재해 홍릉국책연구
단지의 역사성을 보존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해외인사 방문시에도
이를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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