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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태국 고위급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

-

기 간: 3월 5일(월)~15일(목)
장 소: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

-

주 최:

-

□

KDI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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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태국 중앙인사위원회

국제정책대학원은 태국 중앙인사위원회(OCS C )와 공동으로
1)

일부터

5

일까지 태국 중앙정부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15

연수과정을 개최함.

○ 태국

OCSC는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정책방향 벤치마

킹과 태국 정부가 발표한 산업 디지털화에 관한 자국 공무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

‘지속가능한

KDI국제정책대학원에

과정 개설을 요청

개발을 위한 디지털 공공부문’을 부제로 자국에서 일부

모듈을 진행 후2) 2개 그룹의 공무원

130명이

각각 1주일씩 방한

1) 태국 중앙인사위원회(OCSC, Office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는 태국 공무원 채용, 승진 및 심사를 관장하는
중앙인사기관으로 공무원의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됨.

□

최근 태국 정부는 ‘국가발전계획 태국

4.03)’

구현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자국 공무원 역량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음.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기존 과정과 내용을 달리해 한국의

산업혁명 정책방향,

ICT

스터디(Case

등 관련 정책사례 위주로 강의를 구성

○ 또한

KT

Study)

기반 공공문제 해결,

에너지관제센터(KT-MEG

통정보센터 등

ICT

Center),

ICT

4차

사업 케이스

서울도시고속도로 교

기술이 접목된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주제발

표에 관한 현장사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승주 개발연수실장은

태국 정부가 요청한 분야에 중점을 둬

“

이번 연수과정을 마련한 만큼 향후 태국 공무원이 관련 정책을
기획·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힘.

❖ 첨부. 세부 일정

2) 태국 중앙인사위원회는 1987년부터 공무원 대상 엘리트 연수과정인 ‘The Civil Service Executive Development
Program: Visionary and Moral Leadership’을 운영해 옴.
3) 태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성장 로드맵. 이를 통해 기초 IT 인프라 및 기술 기반을 다진 후 가치 중심
공유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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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세부 일정
일 자

세 부 일 정
발 표 1. 4차 산업혁명과 교육혁신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3.5(월),
3.12(월)

발 표 2. 디지털 거버넌스와 공공부문 혁신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현장방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발 표 3. 지속가능발전과 한국발전경험 소개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3.6(화),
3.13(화)

발 표 4. 한국의 스마트 정부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현장방문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
청계천박물관

발 표 5. ICT 기반 공공문제 해결 가능성 모색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소장
3.7(수),
3.14(수)

발 표 6. KT ICT 사업 Case Study
김충일 KT 미래융합사업실 부장
현장방문 KT 에너지관제센터(KT-MEG Center)

3.8(목),
3.15(목)

발 표 7.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권용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부단장
Wrap-up: Group Discussion & Reflection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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