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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마드햐 주정부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

- 일 시: 4월 30일(월)~5월 4일(금)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 주 최: 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공무원 교육원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인도 공무원 교육원(RCVPNAAM1))과 공동
으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인도 마드햐 주정부 공무원 연수
과정’을 실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경험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함.

○ 인도 공무원 교육원은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경제
·사회개발정책을

배우고자

국제정책대학원에 과정 개설을 요청,

KDI

인도 마드햐 프라데쉬 주정부 고위공무원

명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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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CVP Noronha Academ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창시자인 Mr. RCVP Noronha의 이름을 따 설립된
공무원 대상 교육기관

□ 이번 연수는 ‘한국경제발전경험 공유’, ‘개발정책사례’, ‘스마트시티’
라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됨.

○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KDI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ICT

정책, 민관협력사업(PPP) 등 인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현안에 관해 강의

○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서울로봇고등학교, 부산
신항, 인천자유경제구역청 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
록 현장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인도 공무원들의 역량을 배양할 기
회를 제공

□ 이승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장은 “이번 과정이 신흥 강
국으로 부상한 인도의 고위 공무원들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
의 전문가들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힘.

❖ 첨부.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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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세부 일정
일 자

세 부 일 정
발 표 1. 한국경제발전경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4. 30(월)

발 표 2. 한국의 민관협력사업제도
이종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관방문 강남자원회수시설
발 표 3.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한국의 ICT 정책과 실행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 1(화)

발 표 4. 폐기물관리
아브라함 쉬레게 KAIST 교수
기관방문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서울로봇고등학교
발 표 5. 갈등 조정과 협상
김동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 2(수)

발 표 6. 공중화장실 개선에 관한 한국의 사례와 시사점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관방문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5. 3(목)

5. 4(금)

기관방문 부산신항 홍보관

발 표 7. 한국의 직업교육 훈련체계
엄준철 배재대학교 교수
기관방문 청계천박물관, 인천자유경제구역청(I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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