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Gukchaegyeonguwon-ro, Sejong-si, 30149, Korea
TEL 82-44-960-0114      FAX 82-44-211-4760
http://www.krihs.re.kr/ 

5 Gukchaegyeonguwon-ro, Sejong-si, 30149, Korea
TEL 82-44-960-0114      FAX 82-44-211-4760
http://www.krihs.re.kr/ 

글로벌 협력  

글로벌 국토정책 지원 및 컨설팅

Global Partnership

Technical assistance and consulting for partner countries

해외 유수기관 및 전문가와의 연구교류·협력

Research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exper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on the Korean module of national territorial policies developed over the past 
60 years, KRIHS undertakes and promotes international projects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with partner countries.
KRIHS shares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experiences of Korea in related 
with territorial, 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land and housing development; 
infrastructure, road, SOC development;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evelopment through learner-oriented and customized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from partner countries.

With prestig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rld Bank,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nd UN-Habitat, KRIHS conducts joint-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regarding territorial, 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It also holds annual workshops and capacity building programs with IOs, which can 
induce the synergy effect in terms of expanding global network and supporting 
partner countries.

KRIHS carries out cooperative work with renowned research institutes including 
Virginia Tech, University of London, The University of Tokyoto improve the quality of 
research and disseminate the results around the world.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 홈페이지 http://gdpc.kr

 한국의 국토정책 모듈을 통한 협력국 발전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국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맞춤형 연수프로
그램 제공 

  국제기구(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UN-Habitat)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토·지역·도시개발 관련 공동연구 및 정책컨설팅 수행
  해외 유수기관과의 연례워크숍 개최 및 연수사업을 통한 지식공유

  세계 유수 전문기관(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 영국 런던대학, 일본 동경대학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등 해외 전문가와 학술교류 및 협력
  국제적 이슈에 대한 연구성과 제고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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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Introduction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
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되
었습니다. 설립 이래 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국토, 균형 있는 국토, 지식기반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도시, 
환경, 주택, 토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was established in 1978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by conducting comprehensive policy-oriented 
research in the efficient us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erritorial resources.
The main tasks of KRIHS are to develop long-term and short-term plans and policies 
to lead to more efficient use of land resources and to restructure imbalanced spatial 
structures. KRIHS carries out various research projects in the areas of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environment, 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infrastructure, land use, 
transportation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연혁 History Timeline

78. 10. 4 국토개발연구원 개원
Establishment of KRIHS by the President of Korea

78. 12. 5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 공포 (법률 제3140호)
Enactment of the KRIHS Promotion Act (No. 3140) 

94. 4. 27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안양시 평촌 소재)
Relocated to the newly constructed KRIHS building in Anyang-si 

08. 10. 1 새 C.I. 선포 및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KRIHS 30th Anniversary celebrated and new KRIHS C.I. announced   

10. 12. 30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설립
Established the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GDPC)

17. 1. 16 연구원 청사 신축 이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Relocated to the newly constructed KRIHS building in Sejong-si

조직 : 8개 본부, 19개 센터로 구성
인원 : 361명

19. 12. 1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Publishing the 5th National Comprehensive Territorial Plan

20. 12. 22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
Designated as an Exccellent Institution for Educational Don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19. 1. 2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설립
Established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21. 4. 15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 설립
Established the Geospatial Analytics & Monitoring Center

21. 11. 1 제17대 강현수 원장 취임
Inaugurated of 17th president, Kang Hyunsoo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KOREAN PENINSULA & EAST ASIA RESEARCH CENTER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에 따라 2019년 신설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 
발전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운영, 
생활SOC 복합화 사전검토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책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 
등이 있으며,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전략 및 실행과제 수행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Research Center was established in 2019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1-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Center conducts research on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the concerning policy, and provides the policy consulting 
and training. The Center also carries out activities to support policy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Article 31-2 of the 
same decree.

통일에 대비한 국토전략의 수립과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 동아시아 지역협력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 부문의 남북 및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시대 한반도의 국토 비전과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 
분야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남북접경 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협력체계연구 등입니다.

Korean Peninsula & East Asia Research Center conducts activities related to spatial 
planning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regions, establishment of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border areas and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trategies in East Asia, 
and research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e Center also studies on inter-
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infrastructure building and other pending issues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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