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일(금) 09:00 배포시
원길상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 팀장
(02-3299-1252, gswon@kdischool.ac.kr)
강나연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연수실 연구원
(02-3299-1291, ny_kang@kdischool.ac.kr)
2014년 5월 2일(금) 09:00
KDI국제정책대학원 입학홍보팀
(02-3299-1263, pr@kdischool.ac.kr)

KDI국제정책대학원, 중미 국가 대상
경제개발전략과 혁신정책과정 개최

-

기 간 년 월 일월 일목
장 소 과테말라 크라운플라자호텔
주 관 국제정책대학원․과테말라 기획부․
과테말라 과학기술부․중미통합체제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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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책대학원은 5월 5일부터 8일까지 과테말라에서 중미통합체
제(SICA) 소속 8개 국가 국·과장급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미
국가 대상 경제개발전략과 혁신정책과정’을 개최, 한국의 경제발전
및 공공ㆍ혁신정책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한국과 중미 국가 간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

□ KDI

1)

년 발족한 중미지역 최대 정치ㆍ경제 통합체제로서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
바도르, 도미니카 등 중미 8개국이 참여

1) 1993

국제정책대학원은 중미 지역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책대
학원과 국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
행할 연구소 설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미 국가 대상 공공정책
및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했으며,
○ 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월 중미통합체제
소속 국가 차
관단이 우리나라 싱크탱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함
○ 특히 국제정책대학원은 중미 국가의 요청에 따라 정책
담당자 대상 연수 사업을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경
험과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음

□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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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현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과정에서는 경제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한국의 경험, 혁신정책 및 공공부문 역량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
최근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 시장으로 떠오름에 따라 이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필요성이 높아짐.
○ 중미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 및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져온 우리나라는 년 중미통합
체제
의 역외 옵서버로 가입하면서 중미 국가의 정치ㆍ
경제적 통합에 관한 정책적 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게 됨

(KSP)

2012

(SICA)

.

□

남상우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중미 국가와의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현지 연수과정이 한국의 경제
발전 및 정책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 국가 정책담당자들의 역
량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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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5월 5일(월)

09:00~09:30
09:30~11:30
13:00~15:00
15:30~17:30

개회식

개회사. 남상우 KDI국제정책대학원장
특강. 한국의 발전경험과 경제사회발전계획
발표. 남상우 KDI국제정책대학원장
발표 1. 한국의 STI 정책
발표. 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발표 2. STI 공공연구 체계의 발전 과정
발표. 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5월 6일(화)

09:30~11:30

12:30~15:00
15:30~18:00

토론 1. SICA국가의 STI 정책과 현안
.
KDI

사회 최창용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정성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발표 3. 정부혁신과 거버넌스
발표.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4. 정부부문의 핵심성과관리
발표. 박 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월 7일(수)

09:00~11:30
12:30~15:00
15:30~17:30

발표 5. 전략적 리더십을 통한 협력방안
.
KDI

발표 최창용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6. 공공부문과 공무원 역량 강화
발표.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론 2. SICA국가의 공공부문과 거버넌스 정책과 현안
사회.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월 8일(목)

09:00~10:30

마무리 세션
.

사회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0:30~11:00 과정 평가
11:00~11:30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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