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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K-Developedia’2020 신규 콘텐츠 게시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발전경험 지식공유 플랫폼인 K-Developedia 내
2020년도 테마(Theme)

○ 지난

년 론칭한

2012

UN, OECD

콘텐츠를 게시함.

는 국내뿐 아니라

‘K-Developedia’

World Bank,

등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한국발전경험

관련 자료를 축적·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임.
-

올해 업데이트된 테마 콘텐츠는 개발도상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한국발전사례 자료를 테마별로 정리해놓은 맞춤형 섹션으로,
현재까지 약

건의 보고서, 데이터, 영상 및 사진 자료가 담긴

27,000

여 건의 테마 콘텐츠를 보유

40

□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전자산업, 교통DB 구축, 기업 연구 환경,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 벼 품종 개발, 환경 부담금 제도, 소규모 상·하수도
시스템, 초등의무교육 등 총 8개 한국발전사례 콘텐츠가 게재

○ 특히 사용자들이 한국발전경험 정책 사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SP

경제발전경험 모듈화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웹 콘텐츠로

제작

○

kdevelopedia.org

또는

를 통해

www.kdevelopedia.org/themeMain.do

접속할 수 있으며, 각 주제에 관한 사례 및 데이터는 온라인 링크로
연계되어 쉽게 접근이 가능

□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축적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와 KDI의 정책경험, 지식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은

자산을 활용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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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2020년 신규 테마 콘텐츠 리스트
No

콘텐츠 명

주 제

1

The Development of Korea’s Electronics Industry
During Its Formative Years (1966-1979)

한국전자산업의 발전

2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National Transport
Database in Korea

한국의 교통DB 구축과 활용

3

A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ing
Measures for Private Firm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romotion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4

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for Agricultural
Food Safety Management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

5

The Green Revolution in Korea: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Tongil-type Rice Varieties

한국의 녹색혁명: 벼 통일형
품종의 개발과 보급

6

The Operation of the Environmental
Charging System in Korea

7

Waterworks and Sewerage Systems in Korea

8

Analysis on Development and Achievement of
Compulsory Elementary Education after
the Korean War

3

환경부담금 제도 운영
소규모 상·하수도 시스템
한국전쟁 이후 교육 재건을 위한
초등의무교육계획 추진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