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NHI HR 리더스 포럼 기본 운영 방침(안)

I  추진 배경

  ❍ 중·선진국 참가자 및 소속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유와 확산 

플랫폼 마련으로 공공 HR분야에 대한 실질적 정보·경험 등 공유

  ❍ 인재원 HR 컨퍼런스를 활용, 개도국에도 경험과 지식공유, 동반

성장 추구로 글로벌 HR 허브 역할 수행

  ❍ 한국공무원의 교육 참여를 통해 유관분야 외국공무원과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상호이해증진 및 우호협력 기반 마련 도모

II  운영 방안

 □ 운영 개요

  ❍ 기간 : 2018.11.1(목) ~ 11.6.(화) * 입국: 10.31(수), 출국: 11.6(화) 오후 이후

  ❍ 초청 : 총 20개국 중앙부처 HR 관련 국․과장급 공무원 20명

  ❍ 주제 : 스마트 시대 공공 HR: 지속가능한 협업기반의 거버넌스 모색

 □ 추진 방안

  ❍ HR 컨퍼런스 연계 참여, 참가국간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체험 등 다양한 

목적을 짧은 기간안에 내실있게 달성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운영

Part 1 (11.1~11.2) Part 2 (11.4~11.5) Part 3 (11.6)

HR 전문가 간담회(원장)
컨퍼런스 참석·발표 ➠ 플러스 세션 운영으로

컨퍼런스 디브리핑 및 
국별사례 심층 토론
한국 사회문화 체험

유관부서 한국공무원과 만남

➠ 네트워킹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 포럼

  ❍ 지속적 네트워킹 유지 및 경험공유를 위해 'NHI HR Leaders Forum’ 

SNS (예: Facebook 등) 운영

□ 분야별 주요 내용

 ❍ Part 1 : 컨퍼런스 연계 참여

   - 원장 주재 HR전문가 간담회 참가 

   - 컨퍼런스 참가, 국별 사례 등 주제 발표 (트랙 1, 2)

 ❍ Part 2 : 포럼 등 자체 세션

   - 컨퍼런스 디브리핑과 개도국공무원 포함 주제관련 구체적 사례와 

경험 등 심층 토론 (플러스 세션)

   - 유관부서 한국공무원과 만남 (경험 공유 미니 세미나)

   - 참가국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식공유 방안 마련 논의

 ❍ Part 3 : 한국 사회·문화 체험

   - 평일 저녁 및 일요일 한국체험 등



붙임 1 2018 HR 리더스 포럼 초청 해외유관기관 리스트

연번 권역 국가명 해외 유관기관 참 가 MOU

1

아시아
태평양

(6)

호주
인사행정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

’15, ’17년

2 중국
국가행정아카데미
(Chinese Academy of Governance)

’13~‘17년 ○

3 인도
행정개혁 및 고충처리청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Reform and Public Grievances)

’15년

4 일본
인사원
(National Personnel Authority) ’13~‘17년

5 말레이시아
인사행정처
(Public Service Department)

’13~‘16년

6 싱가포르
공무원연수원
(Civil Service College)

’17년 ○

7

중동

유라시아

(4)

러시아

공공행정경제아카데미
(Russian Presidential Academy of 
National Economy and Public 
Administration) 

’14~17년 ○

8 카자흐스탄
국가행정아카데미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

’14~‘17년 ○

9 터키
국가인사청
(State Personnel Administration)

’13 (수상실)
’16~‘17(인사청)

10 아랍에미리트
연방인사위
(Federal Authority for Government 
Human Resources)

’13~‘17’년 ○

11

유럽

(4)

EU
EU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

신규

12 핀란드
재무부 (인사행정 포함)
(Ministry of Finance)

신규

13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13~‘17’년 ○

14 독일
연방인사처 (인사행정 포함)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er) ’14~’15년

15

미주
(5)

캐나다
(인사행정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

신규

16 콜롬비아
고등행정학교
(Superior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15년 ○

17 칠레
인사처
(Chilean Civil Service) ’15년

18 미국
인사처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13~16년 ○

19 멕시코
인사처
(State Secretariat of the Civil Service)

신규

20 아프리카
(1) 남아공

국립행정학교
(National School of Government) ‘14년~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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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8 글로벌 공공 HR 컨퍼런스 Plus세션 준비 및 운영계획(안)

□ 목적

 ❍ 컨퍼런스 참석계기 HR분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경험공유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함

□ 운영개요

 ❍ 일시 : 2018.11.3.(토) 09:00 ~ 14:00

 ❍ 장소 : 서울 프라자호텔 회의실 (규모 80인실)

   * 접근성과 회의 운영 편의성을 고려, 포럼 참가자 숙박호텔 회의실 임차·활용

 ❍ 참가 : 60명 내·외 

   - 토론자 : 포럼 참가 선진국공무원 20개국 20명(예정)

   - 퍼실리테이터 : 인재원 조훈현 교수

   - Rapporteur : 2명 * 한국유학 중인 외국공무원(영어 및 HR분야 능통) 섭외

   - 일반참가자 : 한국유학중인 외국정부공무원 약 40여명 및 관심 있는 

국내·외 참가자

   
□ 세부운영방안

 ❍ 운영방향

  - (컨퍼런스 디브리핑) 세션별 토의에 앞서 컨퍼런스의 내용을 핵심 

메시지 위주로 요약 발표

  - (심화 토의) 컨퍼런스 서브 세션 내용 중 시사점과 실용성이 있는  

내용을 참가자들에게 사전 전달하여 포럼참가국 위주의 경험 및 발전

전략 등을 묻고, 일반참가자와 질의 응답 및 토론 운영

  - (Wrap-up) Plus세션에 나온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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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세부운영

시간 내용 진행

09:00-09:20
(’20) · 일반 참가자 등록 및 Ice-break 교직원

09:20-09:50
(’20) · 토론자 소개 및 플러스 세션 진행계획 소개 퍼실리테이터

09:50-10:20
(’30) · (세션I) 컨퍼런스 내용 디브리핑 〃

10:20-12:20
(’120) · (세션II) 컨퍼런스 핵심내용 심화 토론 〃

12:20-12:40
(’20) · 휴식 (커피브레이크) -

12:40-13:00
(’20) · Wrap-up 〃

 ❍ 참가자별 주요 역할

  - (퍼실리테이터) 컨퍼런스 내용 디브리핑 및 토론 진행

  - (포럼 및 일반참가자) 컨퍼런스 내용 관련, 자국의 현실에 비춘 

사례 및 경험공유, 질의 응답 등

  - (Rapporteur) Plus세션의 핵심내용을 실시간으로 정리, 회의실 화면에 

계속 Update (2명이 교대로 정리)

    * 영어 및 HR분야 능통한 국내유학 중 외국공무원 추천·섭외, 보조강사비 지급

 ❍ 회의장 준비 및 운영

  - 참가자 모두 집중력을 유지·참여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가 중심에 

위치하고 토론 내용의 핵심내용은 Rapporteur가 정리, 화면에 실시간 중계

   * (필요장비) Rapporteur용노트북 2대, 프로젝터및스크린각 2대, 무선마이크 5대 (퍼실리

테이터 1, 포럼참가자 2, 일반참가자 2대), 회의녹화 및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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