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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엘리트 공무원단, 한국
경제개발경험 벤치마킹
2007년부터 850여 명 KDI국제정책대학원 방문

□ KDI국제정책대학원은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인도 IAS(Indian
Administrative Service)1) 소속 공무원 115명을 대상으로 ‘인도 엘
리트 공무원단 연수과정’을 개최, 한국의 경제ㆍ사회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역량을 제고코자 함.
○ 올해 회째를 맞는 연수과정은 성공적인 산업화를 통해 단기
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한국의 사례를 모범적인 경제개발
모델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인도 정부 요청에 따라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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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도식 표현으로 수천대일의 경쟁률과 다층적 선발과정을 통해 임명된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소속 핵심 인력
Elite

Civil

Service

□ 연수과정은 한국의 경제ㆍ사회발전 경험에 관한 정책세미나 및
기관방문으로 구성됨.
○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진을 비롯해 전직 고위 정책담당자
및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각계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
사회발전경험 관한 총론과 부문별 강의를 진행함
○ 또한 서울시청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교육현장 녹지사업소 및 자원회수시설 등 녹색성장 관련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모범적인 정책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할 예정임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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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하다”면서, “이번 연수과정이 인
도 정부가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
를 최소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하
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국제정책대학원은 인도 정부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년부터 년까지 회에 걸쳐 인도 엘리트 공무원단
명을 교육했음
KDI

2007

2014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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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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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세부 일정
일 자

일 정
개회식

6.25(목)

세션 1. 한국경제발전경험
KDI

임원혁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관방문) 서울시청(교통정보센터, 마포자원회수시설, 아리수)
세션 2. 공무원제도
6.26(금)

박경배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박진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

세션 3. 정부개혁과 굿거버넌스
KDI
세션 4. 전자정부 시스템

6.27(토)

(기관방문)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촌마을

6.29(월)

세션 5.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세션 6.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6.30(화)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
새션 7. 한국의 교육정책과 개혁
이주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세션 8. 인적자원 개발정책
백성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관방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경기
기계공업고등학교, 성동공업고등학교
세션 9. Korean Experiences in Providing Infrastructure to Economic
Development
KDI
세션 10. Infrastructure Planning, Selection and Evaluation

7.1(수)

허경욱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세션 11. The Role of Public Corporation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관방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인천대교, 한국철도공사, 한국도
로공사 교통센터

7.2(목)

세션 12. 한국의 녹색성장 경험과 교훈
세션 13.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
KDI

양수길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관방문)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강남자원
회수시설
세션 14. 공공부문 교육훈련과 성과관리
7.3(금)

김영규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Wrap-up Session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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