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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강의 확대·개편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UN 지속가능해법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SDG
Academy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과정을 확대·개편, 2020년 12월 1일(화)부터 제공함.

○

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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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강의

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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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만큼, 환경보호와 사회개발 등 보다 포괄적인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성 증대

○

국제정책대학원은

KDI

년부터 에드엑스(edX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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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해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발전경험 콘텐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 현재까지 109개국
에서 수강함.

□ 이번 확대 개편된 강좌는 한국발전에 기여한 주요 정책 사례에 관한
·

기존 8개의 강의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 강좌에서 다루지 못했던 3개의
새로운 주제를 추가해 총

11개 분야로 구성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하버드대학이 중심이 돼 시작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

○ 오프닝 강좌에 참여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는 지속
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방안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한 개발
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 신규 모듈로 추가된 산업
’

교통‘,

‘, ’

’IT‘

분야는 글로벌 시장 팽창에 따른

한국의 산업정책 육성, 개발연대 정치체제 및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응한 정책결정, 금융위기·저성장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정책 등의
내용을 담음.

□ 손욱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은 “강의영상은 edX 플랫폼과
SDG Academy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되며,

유튜브 채널에서도 관련 영상들을 볼 수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확대·개편된 온라인 강의과정이 우리나라 발전경험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학자, 정책입안자, 학생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 첨부. 강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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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강의 목록
구분

강의 주제

강의자

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한국발전경험의 의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겸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대표

2

한국의 경험에서 얻는 지속가능발전 교훈

양수길
한국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회장

3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 농촌개발의 성과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4

한국의 보건정책 및 보편적 의료보장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적자본축적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前 교육부 장관)

6

한국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7

무역, 산업 및 경쟁정책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8

한국의 사례로 보는 IT 경제 구축

정성철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9

경제발전과 글로벌 녹색성장에 대한 고찰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10

교통인프라와 한국의 경제성장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강원연구원장)

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정치적 체계 구축

김병주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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