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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중앙정부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

- 기 간: 6월 10일(월)~14일(금)
- 장 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 주 최: 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중앙공무원교육원(LBSNAA1))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도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공동으로 ‘인도 중앙정부 공무원 연수과정’을 개최함.

○ 연수과정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사회 개발정책 노하우를 전수하고
·

양국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 인도 중앙정부 공무원
명이 참여함.

90

-

국제정책대학원은

KDI

년부터 총

2007

명의 인도 공무원단을

1,476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1) LBSNAA: The Lal Bahadur Shastri National Academy of Administration

□

특히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인도 간 정상회담과 신남방정책 추진 등
교류협력이 강화되는 시점에 마련돼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국과 인도는 올해

월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교류를

2

확대해나가기로 함.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인적자원관리 전략, 스마트 시티, 인프라 등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현장방문으로 연수를 구성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이 최근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인도 간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첨부 1.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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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세부 일정
일 자

세 부 일 정
개회식

6. 10(월)

발 표 1. 한국의 발전경험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현장방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더스마티움,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발 표 2. 한국정부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발전
박경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명예교수

6. 11(화)

발 표 3.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엄준철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현장방문 대한민국국회, 서울시청, 용산구청, 성동공업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발 표 4. 한국의 공중보건시스템
김태현 연세대학교 교수

6. 12(수)

발 표 5. 지속가능 교통수단을 위한 혁신적 접근
황기연 홍익대학교 교수
현장방문 신촌세브란스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발 표 6.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사례
이정훈 연세대학교 교수

6. 13(목)

발 표 7. 한국의 민관협력사업
이종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현장방문 유엔 재해경감국제전략사무국(UNISDR), 인천자유경제구역청(IFEZ)

6. 14(금)

발 표 8. 갈등변화관리
김동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Wrap-up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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