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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YEARS
한국과 세계은행그룹의
파트너십

1기 (2015-2018 
회계연도)

개발 파트너십 

기회 지원

2기 (2019-2021 
회계연도)

지식 공유 운영 지원, 

파트너십 구축 및 

한국 투자 운용

3기 (2022-2024 
회계연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 

글로벌 센터
1) 혁신과 기술
2)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혁신

2013
 World Bank Group (WBG) Korea Office
인천 송도에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개소

2010
• 한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

•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 사례

1995
한국, IBRD 수혜국 졸업

1988
한국,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가입

1973
한국, IDA 수혜국 졸업

1955
한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가입

1964
한국, 국제금융공사(IFC) 가입

1961
•  한국, 국제개발협회(IDA) 가입

• 한국, IDA 수혜국으로 차관 도입

150+ PARTNERS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한국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 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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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 기술에 집중

•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신기술 탐색 및 운영 

•  세계은행그룹 및 사업국들이 혁신 기술 및 방법론을 적용해 개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 자문 제공

•  혁신 기술 적용 및 확장을 위한 자체 가치 검증(PoV) 시스템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실행

•  혁신 기술 지식 허브로서 혁신 기술 심층 분석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세계은행그룹 내 협업 학습 촉진

•  한국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및 

 민간 부문 시스템 강화

• 금융 안정성과 복원력 제고 및 혁신 금융 촉진

•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기술 도입 및 혁신 가속화

•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 벤처기업 성장 및 생태계 개발 장려 

• 향상된 조사·연구 성과를 위해 금융·혁신 정책 및 제도적 역량 구축

Innovation and Technology

•  한국 디지털 개발 프로그램(KoDi)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중소득 국가의 

데이터 중심적·탄력적·친환경적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데이터 공유 정책, 우수한 데이터 인프라 및 기관 역량 강화로 효과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발굴

•  통신·전력 같은 핵심 인프라 분야의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개발 추진

•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데이터 

기반의 탄소 절감 의제의 활성화 지원 

•  한국의 디지털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지식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개발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디지털 개발
Digital Development (DD)

금융·경쟁력·혁신: 
서울금융혁신센터

ITS 기술혁신 연구소

Finance, Competitiveness & Innovation (FCI)—
Seoul Center for Finance and Innovation

ITS Technology & Innovati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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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혁신
Green Growth 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청정 에너지 이용 및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분석 활동, 지식 공유 및 이해관계자 

참여 지원

•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지원으로 각국의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 

달성에 기여

•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발 및 청정 난방 기구와 서비스에 대한 도시 지역의 

접근성 제고 

• 태양광 전기를 포함해 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정 단위의 접근성 제고

• 전기 모빌리티(EV)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관한 로드맵 수립 지원

에너지·추출
Energy and Extractives (EEX)

• 체계적인 토지 등록 및 지리공간정보 시스템 강화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토지·자산 가치 평가 시스템 도입 및 개선

• 스마트 시티 관련 지식 공유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도시 계획 및 공공 공간 디자인 구현 지원 

• 주요 파트너 기관들의 연구 및 운영 경험을 활용해 지식 파트너십 촉진

도시·재난관리·회복성·토지
Urban, Disaster Risk Management, Resilience, 
and Land (URL)

•  오염 저감, 청색경제 및 기후변화와 재난 위험에 대한 회복성을 중심으로 

녹색회복(green recovery) 증진

•  플라스틱 자원 순환, 청색경제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과 디지털 혁신 

통합 지원

•  성장과 회복에 수반되는 예기치 못한 환경 영향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 발굴

• 극심한 오염 및 기후변화 우선순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역량 구축

환경·천연자원·청색경제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Blue Economy 
(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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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개발에 관한 연구로 정부·학교 차원의 

 정책 수립 및 벤치마킹 지원

• 정책 연구 및 자문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몽골·필리핀의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  디지털 역량에 대한 지식 공유 및 관련 정책 수립 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와 

 연례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포럼(ASEAN+3 HRD)’ 공동 주최

•  ‘응용과학, 공학 및 과학 기술 분야 파트너십(PASET)’의 주요 참여자로서 

  ‘지역 장학 및 혁신 기금(RSIF)’을 통해 아프리카의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위한 박사 과정 지원

•  아프리카 대학의 박사 교육 및 연구 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Education

범분야 지원 
Cross-Cutting Support



•  친환경적이고, 회복 가능하며, 포용적인 개발(GRID)을 위해 다방면에서 

 통합적 접근

• 녹색성장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식 의제 활성화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녹색성장 정책·기술·제도 

 개발 및 맞춤화

• 개발도상국 및 세계은행그룹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투자 장려 

•  주요 분야에 대한 녹색성장 해결 방안 및 사례를 개발·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한국 녹색성장 신탁기금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KGGTF) 

•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은 약 200개의 연수 과정을 지원해 192개국에서 90만 명 이상의 

참여자들에게 학습 기회 제공(2013년-2021년 6월 기준)

• 세계은행그룹 개발 사업의 실무 집행자들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한입 크기(bite-sized) 온라인 모듈, 자기 주도형 온라인 학습, 촉진형 

온라인 학습, 대형 온라인 공개 수업(MOOC), 혼합형 학습 프로그램, 

비대면 지식 공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형태로 교육 제공 

•  다양한 분야의 한국 전문가·실무자·연구 기관과 연계해 한국이 축적한 

개발 경험을 세계은행그룹 프로젝트의 시행국과 공유

오픈 러닝 캠퍼스
Open Learning Campus (OLC)

• IFC 자문 및 투자 등을 통해 한국 민간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및 사업 지원

•  한국 기업(금융기관 포함)과 누적 기준으로 약 67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정 계약 달성(2014년-2021년 기준)

•  인프라·자원(INR): 유관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도상국 시장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금융기관(FIG): 국내 금융기관의 민간 자본을 신흥 시장으로 유입

• 제조·농업·서비스업(MAS): 유관 기업과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발굴

•  벤처 사업(Disruptive Technologies and Funds): 개발도상국의 초기 벤처 

사업 지원으로 신규 시장 창출, 기존 산업 혁신 및 포용적 성장 촉진

•  기후금융(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프로젝트), 

저소득 국가 및 분쟁 취약 국가 집중 지원

•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장려하기 위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원 제공

•  개발도상국 투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정치적 위험 

보험(PRI), 신용 보강 프로그램 등의 투자 보증 제공

•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

•  한국 투자자들이 친환경적이고, 회복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성장에 

최대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국제 ESG 기준 적용



다섯 개 기구, 하나의 그룹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한 
자문 역할 수행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최빈 개발국을 대상으로 양허성 자금(interest-
free loans and grants) 지원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문 발전을 위한 투자 
자문 및 자원 운용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비상업적 위험 보증 제공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조정 및 중재를 통한 국제 민간 투자 촉진

세계은행그룹은 다섯 개의 기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ive Institutions, One Group. 

세계은행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개발기구 중 
하나로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자금 지원·정책 
자문·연구·분석을 제공합니다.

세계은행그룹의 두 가지 목표 

•  절대 빈곤 종식: 
  세계 인구의 3%를 차지하는 
극빈곤층 인구 감소

•  공동 번영 증진: 
  각국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 증대

세계은행그룹 파트너십
Partnering with the World Bank Group

The World Bank Group’s Two 
Overarching Goals

세계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  코로나19에 대응한 민간 주도의 경제 회복, 
2) 경제 및 기후의 회복 탄력성과 지속성, 
3) 인적 자본 및 생산에 대한 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분석과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지역 내 비차입국(non-borrowing member 
countries)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동의 개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지식·교훈·해법을 창출하고 교환합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계은행
The World Bank in East Asia Pacific (EAP)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며 혁신과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한국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합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타워 2, 37층 
032-713-7000 

webkorea@worldbank.org
worldbank.org/korea

서울연락사무소(IFC & MIGA)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12층 
02-6975-3000 

ifckorea@ifc.org
ifc.org/korea

조직 구성 

최종 업데이트: 2022년 7월

오픈 러닝 캠퍼스
(OLC)
김지선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황혜정 컨설턴트
허정윤 주임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KGGTF) 
왕형근 선임 운영 담당관
이호성 운영 담당관
허윤주 컨설턴트
박인혜 컨설턴트

환경·천연자원·청색경제
(ENB)
쥬누 슈레스타 
선임 환경 담당관
밀란 디울게로브 
선임 환경 담당관
김찬미 컨설턴트

교육(Education)
김하연 
교육 부문 컨설턴트

금융·경쟁력·혁신(FCI)
스튜어트 이코나 
센터장

안와 아리디 
선임 민간부문 담당관
이주섭 
선임 이코노미스트
이수향 
금융부문 담당관
김기범 
민간부문 담당관
장여선 컨설턴트
강대인 컨설턴트
신계영 컨설턴트
이주현 컨설턴트

국제금융공사(IFC)
류지연 대표
이동건 부장
강지민 팀장
손창우 과장
천혜진 과장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진재영 대표
박훈희 과장

지역 매니저 
제이슨 알포드  소장

기획조정실(CMU)
김태훈 담당관
김윤일 차장
강민재 과장
최보정 대리
전소연 대리
이윤정 컨설턴트
정승은 컨설턴트
김혜린 주임
박미영 주임
최진성 주임

도시·재난관리·회복성·
토지(URL)
스타마티스 코투자스 
선임 토지행정 담당관
안경심 
선임 도시개발 담당관
주보라 
공간정보 애널리스트
김민경 컨설턴트

디지털 개발(DD)
자키 코리 
선임 디지털개발 
담당관

이지수 컨설턴트
율리아 레스니차야 
컨설턴트

에너지·추출(EEX)
황인철 
선임 에너지 담당관
노현지 컨설턴트

ITS 기술혁신 연구소
박진희 
혁신기술 담당관
김용대 
혁신기술 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