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하반기

세종청사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인사혁신처에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청사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8년 세종청사 아카데미 (KAIST)

- 총 6주 과정 -
매주 화요일 운영

ㅣ일  정 

2018년 10월 16일 ~ 11월 20일 (19:00 ~ 21:00)

  

■매주 (화) 정규강의 및 워크샵 1회 포함

(총 7회 수업)  

■5회차 (워크샵) - 11월 10일(토) 10:00 ~ 18:00 

ㅣ교육장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세종강의실 (세종중앙타운B동 5층)

ㅣ구 성 : 1개반

① 미래전략 50명

ㅣ대 상 : 총 50명 모집

- 공 무 원 (4급~7급)  40명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0명

ㅣ과정 운영 담당자

양재석 교수

인지희 행정원

문의 : 044-865-4260 / 2darimoo@kaist.ac.kr

과정참여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044-201-8228~9) 또는 각 부처 교육운영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2018년 세종청사 아카데미 (KDI)

- 총 6주 과정 -
매주 목요일 운영

ㅣ일  정 

2018년 10월 25일 ~ 11월 29일 (19:00 ~ 21:00)

  ■매주 (목) 정규강의 6회

ㅣ교육장소 

세종컨벤션센터 (1주차, 6주차)

KDI School 3층 강의장 (2~5주차)

  ※셔틀버스 운행 예정

ㅣ구 성 : 3개반

① 경 제 정 책  00명 

② 행 정 혁 신  00명  

③ 글로벌전략 00명

ㅣ대 상 : 총 65명 모집

- 공 무 원 (4급~7급)  40명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5명

- 국  제  공  무  원  10명

ㅣ과정 운영 담당자

이인숙 팀장

이윤우 전문연구원

문의 : 044-550-4654 / ywlee69@kdi.re.kr

•정부부처, 연구기관, 교육기관 간의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관·학·연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한 발전 시너지 효과 제고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 능력 및 정책 역량 제고를 통하여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시간
경제정책

(한국어 강의)
행정혁신

(한국어 강의)
글로벌 전략
(영어 강의)

 1주차 (10.25.목)

18:30~19:00 입교식 및 통합 특강

19:00~21:00
(120분)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교육의 방향

김희삼 (GIST 교수, KDI 겸임연구위원)

2주차 (11.01.목)

19:00~21:00
(120분)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정부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

Globalization, 
Trade 

& Development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박 진
(KDI 대학원 교수)

Tabakis, 
Chrysostomos
(KDI 대학원 교수)

3주차 (11.08.목)

19:00~21:00
(120분)

공정경제 기반 조성 
및 과제

정책혁신과 
사회신뢰 구축

Understanding 
Hot-buttons in 
korean Labor 
Relation : The 

Evoluti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조성익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최창용
(KDI 대학원 교수)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주차 (11.15.목)

19:00~21:00
(120분)

최근 고용과
일자리 정책 방향

인공지능의 
미래와 해결해야 

할 과제는?

Global 
Megatrends & 

Strategy
Leadership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김정호
(KAIST 교수)

이승주
(KDI 대학원 교수)

5주차 (11.22.목)

19:00~21:00
(120분)

한반도 정세변화와 
향후 전망

갈등 조정 :
참여와 소통

Global Gover-
nance in the 
21st Century

이 석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김동영
(KDI 대학원 교수)

박헌주
(KDI 대학원 교수)

 6주차 (11.29.목)

19:00~21:00
(120분)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과 
해결 과제

디지털 거버넌스와 
공공부문 개혁

Failure Manage-
ment & Success 

Management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이태준
(KDI 대학원 교수)

이준수
(KDI 대학원 교수)

21:00~21:30 수료식

회 차 시 간
강의제목

담당교수

1회차

(10.16.화)

19:00-19:30

(30분)
입교식

19:30-21:00

(90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정재승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2회차

(10.23.화)

19:00-21:00

(120분)

4차 산업혁명시대와 

혁신성장의 정부 아젠다

이경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

3회차

(10.30.화)

19:00-21:00

(120분)

자율운송수단 기술과 미래사회: 

기술 및 공학적 관점

김진환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4회차

(11.6.화)

19:00-21:00 

(120분)

자율운송수단 기술과 미래사회: 

산업 정책 및 규제

백서인 

(STEPI 다자협력사업단 부연구위원)

5회차

(11.10.토)

*워크샵 :

미래예측

실습/평가

10:00-12:00

(120분)

자율운송수단 기술과 미래사회: 

공유경제

양재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13:00-18:00

(300분)

13:00 ~ 14:00 3차원미래예측법 소개

14:00 ~ 18:00 프로젝트팀별 토론, 

              실습 및 평가

이상지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6회차

(11.13.화)

19:00-21:00 

(120분)

인천공항과 송도 Intelligent City,

그 미래비전과 전략

박연수

(서강대학교 초빙교수(前소방방재청장))

7회차

(11.20.화)

19:00-20:30 

(90분)

4차 산업혁명시대,지능적 미래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전략

김성희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

20:30-21:00 

(30분)
수료식

KDI 운영 세부일정KAIST 운영 세부일정

■강의 주제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