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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학원
역량강화 및 운영 노하우 전수

- 일 시: 5월 14일(월)~18일(금)
- 장 소: 멕시코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 주 최: KDI국제정책대학원,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학원(ERPPD1))

□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
대학교에서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학원(ERPPD) 역량강화 연
수과정’을 개최함.

○ 이번 연수는 니카라과

,

파나마 등 중남미 각국에서 선발한

교수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ERPPD

국제정책대학원의 커리큘럼, 운영 노

KDI

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과정 개설을 요청해 이뤄짐.

1) 2017년 9월 중남미 지역 내 경제사회개발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정책대학원

○

국제정책대학원은 중미지역의 정책전문가를 양성할 교육기관

KDI

설립 수요에 따라

년부터 한국과 중남미 현지에서 ‘중남미

2013

공공정책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
의회 와 공동으로
2)

ERPPD

년 중미고등교육협

2016

개원을 지원한 바 있음.

□ 이번 연수는 한국의 교육정책을 비롯해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역사
와 경험, 운영 관련 전문가 강의와 향후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
학원의 교육방향 수립에 관한 토론으로 구성

□ 이승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장은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학원이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해 향후 중미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
다”고 밝힘.

❖ 첨부. 세부 일정

2) 중미 8개국(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츠,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속하는 20개
대학으로 구성된 교육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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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세부 일정
일시

세부일정
강 의 1.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험
남상우 前 KDI국제정책대학원장

5. 14(월)

강 의 2. 한국의 교육정책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강 의 3.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
강 의 4.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커리큘럼, 학생과 교수진
박헌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 15(화)
회

의 중미지역 공공정책개발대학원 교육위원회 이사진 회의
윤혜영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 부실장

발 표 1. 공공정책 방법론
헥터 로드리게츠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석사과정 공공정책학장
5. 16(수)
발 표 2. 중남미지역의 공공정책
에드거 히메네스 카브레라 국제전략센터 대표
발 표 3.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교수전략
하이메 리카르도 곤잘레스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박사과정 학장
5. 17(목)

패널토론 교육모델
프란시스코 아얄라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교육과정개발처장
로만 마르티네스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교육혁신처장
노르마 타피아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교양교육처장
발 표 4.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교육 플랫폼과 자원
라우라 루이츠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교육개발처장

5. 18(금)
발 표 5. 유망 교육 기술
라우라 루이츠 테크노 몬테레이대학교 교육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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