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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스리랑카 공무원단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최

- 일 시: 9월 18일(월)~22일(금)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KDI국제정책대학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도· 스리랑카
공무원단을 대상으로 각각 ‘공무원단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실시,
한국의 경제· 사회발전경험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함.

□

‘인도 공무원단 역량강화 연수과정’은 인도 공무원 교육원
(RCVPNAAM 1))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경
제· 사회개발정책을 배우고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요청해 개
설, 인도 마드햐 프라데쉬 주 정부 고위공무원 34명이 참석함.

1) RCVP Noronha Academ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창시자인 Mr. RCVP Noronha의 이름으로 설립된
인도의 공무원 대상 교육

○ 특히 인도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사회발전 및
·

도시개발 관련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 한국의 경험을 전략
적으로 전수받고자 하는 인도정부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

□ ‘스리랑카 공무원단 역량강화 연수과정’은 스리랑카 개발행정연구원
(SLIDA2))이

자국 행정부 소속 중견 및 선임급 공무원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명의

공공

KDI국제정책대학원에 과정 개설을 의뢰

○ 스리랑카 정부가 한국의 전자정부

,

공공행정시스템 등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관련 정책사례 위주로 강의를 구성함.

○ 스리랑카 개발행정연구원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국제정책대학원과 원활한 협력

KDI

MOU

체결을 제안, 향후 양국 간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을 요청

□

두 연수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경제· 사회개발정책에 관한 전문가
강의와 기관 방문으로 이뤄짐.

○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KDI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교통정책, 공공행정시스템 등
인도와 스리랑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현안에 관해 발표

○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등 강의 주제와

연계된 현장견학을 실시, 양 국가 공무원들이 한국의 정책사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이번 인도· 스리랑카 공무원 연수과정을 통

해 두 국가의 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개발정책 사례를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함.

2) Sri Lanka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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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세부 일정(인도 공무원단)
일 시

세 부 일 정
개회식

1.

발 표
9. 18(월)

한국의 공공행정시스템
박경배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부원장

발 표 2. 전자정부와 공공부문 개혁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관방문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구청

발 표 3.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9. 19(화)

발 표 4. 한국의 혁신적 교통정책
황기연 홍익대학교 교수
기관방문 성동공업고등학교, 청계천박물관

9. 20(수)

기관방문 부산신항

발 표 5.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경제발전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9. 21(목)

발 표 6.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한 공공재원조달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관방문 인천자유경제구역청
폐회식

9. 22(금)

기관방문 서울시 강남 자원회수시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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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세부 일정(스리랑카 공무원단)
일 시

세 부 일 정
개회식

9. 18(월)

1.

발 표

한국의 전자정부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기관방문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발 표 2.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시스템
아브라함 쉬레게 KAIST 교수

9. 19(화)

기관방문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발 표 3. 공공행정시스템 및 공무원 성과관리
박경배 한국개발전략연구소 부원장
9. 20(수)

발 표 4. 한국의 경제개발
유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관방문 인천자유경제구역청

발 표 5. 한국의 민간투자사업과 사례
박수진 한국산업건설연구원 연구위원

9. 21(목)

기관방문 KDI,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수원)

9. 22(금)

기관방문 서울시 강남구청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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