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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VISION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GOALS

• 개도국 발전을 위한 글로벌 ODA 종합 컨설팅
기관으로 발돋움
• 국제개발 컨설팅 산업 선도기관 역할 수행

STRATEGY

• 개발도상국에 종합적 경제발전 전략 제공
• 개발도상국의 제도개선 및 인적역량 강화
• ODA 정책연구 및 평가의 효과적 수행
• 국제개발 컨설팅 산업 선도 및 전문인력 양성
• 공공 및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협력 지원

CORE VALUES

• Humanity

• Passion

• Pioneering

• Professionalism

• Mutual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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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MESSAGE
빈곤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인류의 적이며,

“

빈곤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촌 공동체의 주된 목표입니다.

빈곤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촌 공동체의
주된 목표입니다.

”

모두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옆에서 돕고 있지만, 그 길은 먼 가시밭길입니다.

KDS는 국제사회의 그 험난한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 하며,
다음 세 가지의 방식으로 협력 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파트너 국가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이익을 돕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 파트너 국가들의 개발에의 여정에서 확실한 성과 (Impact)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이를 위하여 그 동안 가시밭길을 개척한 한국인의 열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시행착오의

전 승 훈 이사장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여러 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혜와 자원을 집약할 것입니다.

•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Michigan)
• 경제기획원 및 재정경제부 (국장/관리관)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쪼록 KDS가 한국을 넘어 글로벌 국제개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여 국내의 개발 컨설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 유라시아 과학자학회 경제클럽 (명예교수)
•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전 승 훈,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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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IMPACT
TODAY
SINCE 2001 ~

KDS의 성장사를 소개합니다

2018

한국은 짧은 기간에 빈곤을 극복하고 근대적 산업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상생과 혁신

성공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그 지혜와 노력을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나누기 위하여 2001년 KDS를 설립하였습니다.

2010

2012.10	
한국국제협력단과 다년간 연수사업 수행을

성장과 도약

위한 MOU 체결
2013. 11	가나안농군학교와 개발도상국 농업발전
역량 강화를 위한 MOU 체결

2010. 05	연세대 국제학대학원과 국제개발협력
교류를 위한 MOU 체결
2010. 09	UNECA, AU, AfDB 주최 Pan-Africa
Investment Forum의 한국 측 협력기관 및
사무국 담당
2010. 09	카자흐스탄 경제연구소(ERI)와 중소기업

2007

변화와 도전

분야 협력 MOU 체결
2011. 03	매일경제 Africa 국민 보고대회 공식 협력
기관으로 참여

2007. 05 몽골 정부에 대한 국가발전전략(NDS) 컨설팅
및 몽골 대통령 Nambar Enkhbayar 대상 자문
제공
2008. 06	국제개발컨설팅부문 경향신문 대한민국 신뢰
경영 대상 수상
2008. 08 모잠비크 산업무역부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08. 09	모잠비크 Joaquim Chissano Foundation과

2001

MOU 체결

설립 및 확장

2009. 12 UNECA(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와「지경부 한·아프리카 포괄적 산업
2006. 09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모잠비크 중소기업
육성 국가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수행
2006. 12	몽골개발연구원(MDI)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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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0) 대상기관 선정
2011. 07	카자흐스탄 산업개발원(KIDI)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11. 08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제HRD사업 수행을

협력 관련 MOU 체결
2016. 12	인하대학교와 국제개발협력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
2017. 04	키르기즈스탄 NISS(The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와 MOU 체결
2017. 08	키르기즈스탄 MURAS KYIMYLY와 MOU
체결
2017. 08 Palladium과 전략적 제휴 체결
2018. 02 Positive Impact 국제세미나 개최
2018. 07	KDS 윤리경영을 위한 임직원 및 외부 사업
참여자 ‘Clean ODA 서약’ 시행
2018. 08	미얀마 ARDC(Agribusiness and Rural
Development Consultants)와 MOU 체결

위한 MOU 체결
2011. 12	업계 최초로 품질경영 국제기준인 ISO9001
인증 취득

2008. 10 ASEAN Foundation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09. 08 에콰도르 상공부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2001. 02 본 연구소 설립 (재정경제부 인가)

2011. 05	정부 국제기구 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2016. 08	DR콩고 협동조합(UCOOPMAKIN)과 기술

기술협력 사업」공동수행

FOR
BETTER WORLD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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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KDS의 사업분야를 소개합니다

RESEARCH
KDS의 정책연구, 개도국 지역연구 및 평가사업을 소개합니다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국가발전과 빈곤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방안 모색,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및 이의 효율적인 적용 방안 모색 및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를 중점으로 수행합니다.
전문 연구 분야는 농업 및 농촌개발,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개발 정책, 공적개발원조(ODA),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
운용, 거버넌스(Governance) 등 경제발전 전반에 관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

• 개발협력 대상 주요 지역 및 국가별 연구

• 개발도상국의 빈곤극복 및 경제발전방안 연구

• 개발협력 사업의 평가연구

Major Credentials
ㅣ한-아프리카 산업에너지 협력전략 수립 ㅣ(2015~2016, 산업통상자원부)

RESEARCH-연구

국제개발

TRAINING-연수

- 아프리카 산업·에너지·무역 분야의 잠재성 및 산업발전 전략과 그에 수반하는 핵심 개발 과제를 진단 및
분석하여 수요에 기반한 상생 산업협력 전략 수립

한국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전략 및 부문별 정책기획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수행

ㅣ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전 체계 구축 연구ㅣ(2016, 한국에너지공단)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기후변화 기술이전 관련 신동향 및 사례분석, 기술개발/기술이전 플랫폼 마련 및 시범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

CONSULTING-컨설팅
개발도상국의 정부, 공공기관 및

ㅣ개발도상국의 새마을금고 도입을 위한 연구ㅣ(2017,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 초기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 요인 위주의 구체적 사례 연구 및 타 부처, 기관의 ODA사업과 융합
가능한 방안 모색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
컨설팅 및 한국정부의 효과적인
원조수행을 위한 컨설팅 수행

ㅣ키르기즈공화국 농업환경조사 사업ㅣ(2017, 영천시청/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농업 환경, 인프라, 유통망 등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키르기즈공화국과 영천시의 상호발전 방안 모색

ㅣ개발컨설팅(DEEP)사업 종합평가ㅣ(2017, KOICA)
- KOICA의 DEEP 사업 내 7개 인프라 사업 평가 및 DEEP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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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KDS의 국제개발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컨설팅 사업을 소개합니다
KDS는 국가발전 및 경제개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정부와 민간기관에 최상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지 및 국제 전문가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개발
도상국이 경제개발 및 부문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Major Credentials
경제개발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키르기즈공화국 | (2015~2017, KDI)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재정관리 및 지역개발전략 수립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도국 정부 대상으로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 컨설팅

• 분야별 개발과제에 대한 정책 컨설팅

• 분야별 프로젝트 실행자문 및 사업관리

•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 조사, 평가 등

금융/재정 | 몽골 중기재정 계획수립 역량강화 사업 | (2015~2018, KOICA)
- 중기재정 도입 마스터플랜/매뉴얼 수립, 역량강화 및 시스템구축

ㅣKDS통합 성과 관리 방법론 프레임워크ㅣ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IPM)

교육/직훈 | 니카라과 중등교사 ICT 교육 역량강화 사업 | (2017~2021, KOICA)
-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선도교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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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
Follow-up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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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alysis / Needs
Assessment

행정제도 | 팔레스타인 공무원 교육원 설립사업 | (2016~2019, KOICA)
- 국가 공무원 교육원 설립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교사양성

(환경분석 / 수요조사)

(피드백 & 환류)

Execution

Ⅶ

Ⅰ
Project Design
:Logical
Framework

Monitoring &
Evaluation

Ⅵ

Ⅱ

(프로젝트 설계)

- Bole Lemi 및 Kilinto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모니터링 & 평가)

Ⅲ
Baseline
Survey &
Setting Targets
(기초선 조사 &
목표수립)

Ⅴ

Ⅳ

Identifying
Indicator

농업 및 농촌개발 | DR콩고 농촌지도역량강화사업 | (2016~2021, KOICA)
- 농촌지도센터 구축, 농촌지도사 역량강화 및 농촌지도 접근성 향상농촌지도센터

(성과지표 도출)

Performance
Management
Plan
(성과관리 계획 수립)

KDS는 USAID,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방법론을 기반으로 성과관리와
사업관리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7단계 '통합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자체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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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무역 | Feasibility Studies for Bole Lemi Industrial Zones | (2014, World Bank)

과학기술/ICT |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 사업 | (2013~2019, KOICA)
-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및 현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에너지/환경 |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사업 | (2017~2019, KIAT)
- 폐광지역 환경개선과 신재생에너지 micro-grid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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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KDS의 해외 공무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을 소개합니다
KDS는 해외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경제개발전략, 공공행정, 무역
및 외국인투자 유치, 민간부문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연수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2005년 이후 KDS는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이라크, 몽골, 라오스, 탄자니아, 세네갈, 가나 등 많은 공무원을 대상
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연수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Major Credentials

• 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제개발전략 연수

• 정책기획 및 실무역량강화 연수

• ODA 활용 프로젝트 관리 역량강화 연수

• 국제개발협력 전문 분야별 워크숍 기획 및 진행

｜동남아(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경제개발전략 재정운용과정｜(2012~2014, KOICA)
- 다년도 연수사업으로 3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① 국가 재정운용 및 재정개혁 (2012), ② 조세
정책 및 조세행정 발전 (2013), ③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관리 (2014)를 주제로 한국초청 연수 및 인도
네시아 현지워크숍 운영

｜한 · 남아공 전력부분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전문인력 초청 연수 사업｜(2012, 기초전력연구원)

ㅣ연수과정 기획 및 운영 기본방향ㅣ

-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분야 기업 기술경영진과 엔지니어, 공무원 및 연구기관 전문가 대상 초청연수

｜기상레이더 운영기술교육과정｜(2015, 기상청)
- 개도국 수문기상청의 레이더 운영기술 향상을 통한 위험기상 조기감시 대응역량 배양을 위한 초청연수 운영

수원국 니즈
반영한 맞춤식
과정

현장 문제
해결형 교육
교육성과
평가 및 반영

체험식 · 참여식
과정구성

｜가나 다년도 연수사업｜(2017~2019, KOICA)
- 3개년에 걸친 다년도 연수사업으로 가나의 정책분야, 사업관리분야, 공공인사관리분야의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 초청연수, 가나 현지워크숍 그리고 전문가 현지컨설팅 제공 등으로 운영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 중소기업 정책연수｜(2017, African Development Bank)
- 아프리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2개 과정 ① 8개국 청년 농기업인 ② 5개국 중소기업 분야 공무원 대상
으로 한국 개발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전략 공유 및 한국-아프리카 수원국간의 중소기업 관련 파트너쉽
빌딩을 목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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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TEAM
KDS People을 소개합니다
KDS의 글로벌 리더들은 전 세계 국제 개발 사례와 우리나라의 혁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극복과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KDS People들을 만나보세요.

박 경 배 부원장

신 기 덕 부원장

Education

Education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영국 버밍햄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Professional Experience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글로벌역량강화본부장

Professional Experience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명예교수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성과관리센터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국장 (고위공무원)

•CJ그룹 회장실, 경영연구소장

전 홍 민 본부장 / 이사

이 민 호 센터장 / 연구위원

Education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개발경제학 Ph.D 진행중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

Education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 박사(생물자원 및 생태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생물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생물학 학사

Professional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ience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지속가능경영본부장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국제농업개발센터장

•CLSA 거시분석 및 금융산업 투자애널리스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림수산 전문관

•Accenture 전략컨설턴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농촌진흥청-IFOAM(국제유기농운동연맹) 공동 세계유기농기술
혁신상(OFIA) 코디네이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대우경제연구소, 산업경영연구본부 본부장
•산업연구원(KET), 책임연구원

오 광 석 부원장

문 건 진 본부장 / 이사

Education
인디애나대학교 정책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Education
IHEID, Geneva, 개발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MBA) 석사

Professional Experience

Professional Experience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개발컨설팅본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능률교육, 파고다교육그룹 과장

•서울시, 교육부, 대법원, 환경부, 외교부 등 		

•㈜오스티엄(해피즌), 이사

정보화추진위원

•(주)갓피플, 사업 본부장

•APNIC 이사, UN-APCICT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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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LIENTS

OUR PARTNERS
KDS의 해외 제휴 및 협력기관 현황입니다

KDS의 국내 고객 목록입니다

지역

◎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국가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

공무원연금공단

http://www.geps.or.kr

가나안농군학교

http://www.canaanin.or.kr

인하대학교

http://www.inha.ac.kr

Mongolia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http://www.mdrc.mn

Agribusiness And Rural Development
Consultants(ARDC)

-

ASEAN Foundation

http://www.aseanfoundation.org

Jordan Investment Commission

https://www.jic.gov.jo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ttp://economy.kz

Kazakhstan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http://kidi.gov.kz

The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ttp://kgz.nisi.kg

MURAS KYIMYLY

-

DR콩고

UCOOPMAKIN

-

모잠비크

Joaquim Chissano Foundation

http://www.fjchissano.org.mz

탄자니아

탄자니아연합대(UAUT)

http://www.uaut.ac.tz

중남미

에콰도르

에콰도르 산업생산부(MICIP)

http://www.industrias.gob.ec

오세아니아

호주

Palladium

http://www.thepalladiumgroup.
com

북아메리카

미국

Devex

https://www.devex.com

대한민국
World Bank

IDB

CAF

AFDB

UN APCTICT

몽골
몽골 정부

에티오피아 정부

기관

가봉 정부

미얀마
아시아
인도네시아

◎ 정부 및 공공기관

요르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리카

◎ 국내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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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EGIONS

2
8

8
4

12

7 11
13

KDS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5 6

31

37

28

10

29
16

카자흐스탄

15

30

몽골

17
21

키르기즈스탄
터키

아프가니스탄

튀니지
팔레스타인이라크

모로코
리비아

알제리

니카라과

파키스탄

이집트

19

네팔

부탄

35

방글라데시 미얀마

수단

파나마

가나
토고

콜롬비아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콩고

33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우간다
DR콩고
케냐
부룬디

브라질

앙골라
잠비아

볼리비아

말라위

필리핀

몰디브

탄자니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르완다

적도기니
에콰도르

라오스

인도

22

세네갈

엘살바도르

34

니제르

31
32

36

23

모리타니

아이티

20

18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나미비마

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하국

주요사업
중남미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브라질
니카라과
파라과이

18

•중남미 5개국 농촌개발사업 성과중심
통합관리
•볼리비아 석유화학단지 SCM 마스터
플랜 수립
•(KSP-CAF 공동컨설팅) 페루 기술직업
교육훈련 정책자문사업
•에콰도르 통계역량 강화사업
•(KSP-CAF 공동컨설팅) 콜롬비아
기술직업교육훈련 지원
•(KSP-CAF 공동컨설팅) 파나마 기술
직업교육훈련 정책자문
•(KSP-World Bank 공동컨설팅) 브라질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
•니카라과 중등교사 ICT 교육 역량강화
사업
•파라과이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새마을
운동 사업

중동 &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라크	•이 라크 쿠르드 공무원교육원(KIPA)
역량강화 지원사업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공무원 교육원 설립사업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파르완주 PRT 자문단 1차 및 2차
파견사업
튀니지	•튀니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관리
•튀니지 갑사(Gafsa) 테크노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사업
리비아	•2012년 리비아 KSP (리비아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알제리
•아프리카 불어권 5개국 (알제리,튀니지,
모로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개발환경 분석 및 지원방향 연구
•2008 알제리 KSP (알제리 전자결제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우간다

•우간다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
10
•우간다 캄팔라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방안 KSP11
DR콩고	•DR콩고 국가개발전략수립 지원사업
•DR콩고 농촌지도 역량강화사업
•AfDB DR콩고 국가개발전략 및
공공재정개혁 연수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전자정부 역량강화사업
가봉
•가봉공무원 경제개발 역량강화 연수
•2012년 가봉 KSP (가봉 경제의 다각화)
에티오피아 •세계은행 에티오피아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사업
•(KSP-세계은행) 에티오피아 산업단지
개발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

모잠비크	•모잠비크 영농기술교육 시스템 구축사업
•아프리카 3개국(모잠비크, 에티오피아,
DR콩고) 농업분야 지원방안 연구
가나

•가나 개발협력 역량강화 및 성과기반
공공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연수
•2010년 KSP (가나의 국가재정운용 혁신
방안-국가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2012년 카자흐스탄 KSP (카자흐스탄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와 혁신산업개발
계획 수립 준비)
터키	•2013년 터키 KSP (터키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터키 FTA 활성화 및
녹색성장 추진 전략 자문)

남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키르기즈스탄	•2015/16 키르기즈스탄 KSP (개발재원 및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 방안)
•2016/17 키르기즈스탄 KSP (경제성장 및
행정시스템의 현대화 지원)
•키르기즈공화국 유기농업 정책이행지원
및 역량강화사업

스리랑카
•스리랑카 통계인적역량강화 사업
	•아 시아재단 스리랑카 지역경제발전
거버넌스사업 지역정부 관광진흥 국내
초청 연수과정
파키스탄	•파키스탄 카라치 의류생산기술훈련원
지원사업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미작연구소 농기계 및 육종
연구역량 강화사업
네팔
•네팔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동아시아 및 태평양
몽골	•몽골 중기재정 계획수립 역량강화 및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원 사업
미얀마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미얀마 자동차 재·제조부품 테크니컬
센터 구축 프로젝트 상세/사전기획
•미얀마 농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설립
지원 역량강화 사업
라오스
•라오스 ODA 인적개발 역량강화 연수
•라오스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국별지원전략 및 지원사업 평가
캄보디아	•캄보디아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방안
베트남
•베트남 에너지 효율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 및 여아 예방보호
모델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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