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IP)이란?

혁신적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인
DIP는 개발협력사업의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 협업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KOICA의 대표 「신성장 사업」입니다.

개발협력프로그램

혁신이란?
개발협력에서 혁신이란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견인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과학기술의 개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뿐 아니라

DIP

새로운 사회 경제 모델 또는 정책, 혁신적 재원 마련 수단, 서비스 및
물품 전달 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혁신이 탄생합니다.
점차 세계가 당면한 문제가 복잡다단해져 가는 상황에서 혁신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해결책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혁신적 개발협력프로그램

앞으로도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DIP)

KOICA의 해결책은?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TS)

DIP 사업은 아래 3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IP
01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02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IPS)
포용적 비지니스 프로그램
(IBS)

CTS
IBS

03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 (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IPS)

IPS
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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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

01.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CTS)

02.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IBS)

CSR

CSV

03.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IPS)

CTS란?

IBS란?

IPS란?

CTS는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ODA에 적용하여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민간기업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을 ODA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데 기여하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개도국 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및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해당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며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보유한 해외기관과 협업하는 사업으로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BMGF), Education Above All(EAA)
Foundation 등 전세계 유수의 기관과 함께 합니다.

Pilot

Seed 1
기술 개발사업

Seed 2
시범 사업

Seed 3
현지적용사업

무엇을 할까요?
Step_1

Step_2

Innovators

Step_3

Scaling-up

CTS

혁신 기반의 신생 기업은

KOICA는 초기 자본을 지원하고,

KOICA는 해당 파트너가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된 사업 모델 검증을 위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혁신적 사업 모델을

멘토링과 네트워킹 기회를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안합니다.

제공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Step_1

Step_2

Step_3

무엇을 할까요?
1) 글로벌 혁신 플랫폼에 참여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의 기획

포용적 비즈니스 실시

성과 평가

A Grand Challenge for Development - Saving Lives at Birth

KOICA와 기업 파트너는 기업의 사업전략을

KOICA와 기업 파트너는 포용적 비즈니스

KOICA와 기업 파트너는

개발협력사업에 적극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합니다. BOP* 구성원을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위한 공동 매칭 펀드를 조성합니다.

공동으로 재무적

미국 원조기관 USAID, 영국 원조기관 DFID, 게이츠 재단(BMGF) 등 주요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와 협력해 KOICA는
모성사망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챌린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내 포함하거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모델을 수립하여
기업과 BOP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성과 및 개발 성과를

BOP를 위한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증대,
BOP가 지불가능하며 질이 높은

성과

평가합니다.

상품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합니다.

창출할 수 있도록 공동 설계합니다.

130 건 이상

1만 명

사망률 감소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 건 수

이를 통해 죽음을
피한 사람의 수

1.5 만 명
모성 및 신생아
수혜자 수

3,700만 불
추가적인 재원
조달 규모

Global Innovation Exchange (GIE)
*사회취약계층(Bottom of Pyramid, BOP) :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이 제한된 연간소득 3,000불 미만의 저소득층 계층으로

KOICA는 미국 원조기관 USAID, 호주 원조기관 DFAT, BMGF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혁신 시장을 구축하여
1) 공여기관과 전 세계 혁신가를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솔루션의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70%(45억명)를 차지하며, 소비시장 규모가 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잠재력 풍부

1)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개발 문제를 파악

2) 공여기관이 필요한 혁신을 적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혁신적 아이디어 제품의 시장 테스트 및 상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적 기업의 성장 가속화
2)-1 초기 자본 지원 (Seed 1- 최대 3억 원, Seed 2- 최대 5억 원, Seed 3 - 최대 10억 원)
2)-2 비즈니스 및 개발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제공
2)-3 입주공간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2)-4 KOICA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 제공
2)-5 전 세계 혁신 시장 진입

파트너

빈곤층을 위한 금융자문그룹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국내 영리법인(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해당 영리법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세계 유수 30개 이상 기관과 개도국 저소득층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확대 · 재생산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성과
2) 선택과 집중

3) 제안된 아이디어의 효과가 검증될 시, 확대 및 확장

막스프랑크 국제평화재단 (Max Planck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and the Rule of Law)

파트너

캄보디아 특유의 역사와 배경을 고려한 인권 법의 제정 및 내재화를 지원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소셜 벤쳐

카타르재단 (EAA, Education Above All Foundation)

아시아(9)

성과

13,773 명
그동안 CTS를 통해
발굴된 혁신적 기술의
최종 사용자 수

CTS

130 만 명
최빈 계층(BOP) 중
CTS의 직, 간접적
수혜자 수

10 건
개발 프로젝트에
활용된 신규
혁신 기술 건수

42 건

51 명

120 %

CTS 지원을 받아

글로벌 첼린지에서
수상한 CTS

CTS 완료 이후,

등록된 특허 건수

파트너의 수

참여 기업 자산의
증가 비율

학교 밖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사업을 운영 중이며, 5개 국가(네팔, 미얀마, 우간다, 이란, 캄보디아)에서
2019년까지 180,000명의 학교 밖 아동을 제도권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키르키즈스탄, 몽골, 네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국제 설사병 연구소 (icddr,b, International Centre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 Bangladesh)
근거 기반 접근법(Evidence-based approach)을 활용하여 방글라데시에서 2019년까지 10,000명 이상에 대한
감염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8)
케냐, 탄자니아,
가나, 말라위, DR 콩고,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라틴 아메리카(2)

아시아재단 (The Asia Foundation)

아이티, 파라과이

2017년 기준 19개 국가에서 교육, 지역개발, 보건, 기술, 환경, 에너지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34개의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도의 여성 치안이 열악한 3개 도시(Bhopal, Gwalior, and Jodhpur)에서 여성들의 안전 수준을 측정 표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여성을 위한 안전한 도시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해외민간기관 (INGO, 재단, 기업, 연구소 등) 및 양자 다자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