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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The Cradle of Human Resource Training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KOHI)!
I sincerely thank you for visiting our institution.
Since 1946, our institution was the backbone of
the national health and welfa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with a long history. We are conducting various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and those
who work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The Countries of Participants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innova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through the
realization of one health, community care, health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people-centered
social value.

KOHI Local Education

In line with this trend, we will strive to solve problem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with creative
thinking and innovative mind as a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ion. Also, we will challenge in thinking, behavior and convergence.

Interview

KOHI will continue to create a happy tomorrow for
the people through the creation of social values
such as safety and human rights by finding blind
spot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in order to
become a trusted institution with a wide perspective.

KOHI History

Also, we will actively improve ethical awareness
and spread fair organizational culture to fulfill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public institu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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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ies of Participants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Status of Participating Countries in recent five years
(2015-2019)
참가국 현황

Central Asia
Afghanistan, Iran, Iraq, Jordan, Saudi Arabia
중앙아시아(5)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Kazakhstan
Mongolia

Asia
Bangladesh, Cambodia, China, Kazakhstan, Kyrgyzstan, Lao PDR, Malaysia, Mongolia,
Myanmar, Philippines, Sri Lanka, Uzbekistan, Vietnam

Uzbekistan

Republic of Serbia

아시아 (13)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Kyrgyzstan

Iraq
Jordan

Afghanistan

Egypt
Iran

Afric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Egypt, Ethiopia, Ghana, Mozambique, Sierra Leone,
Sudan, Tanzania, Uganda, Cote d'Ivoire, Liberia
아프리카 (11)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Liberia

Saudi Arabia

Europe
Peru

유럽 (1)
세르비아

Latin America
Peru
라틴아메리카 (12)
페루

Lao PDR

Vietnam

Ghana
Cambodia
Ethiopia

Cote d’Ivoire
Uganda

Republic of Serbia

Bangladesh
Myanma

Sudan
Sierra Leone

Chin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anzania

Mozambique

Sri Lanka

Malaysia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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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Global Training Course KOHI 1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Education Sector Health | 교육분야 보건

Invitational Training for Project of
Improving Community-Based Primary Health-Care through
CHPS Strengthening (CHPS+) in Upper East Region,
Ghana(2019-2020)
가나 CHPS기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초청연수(2019-2020)

Background | 추진배경

Training Course | 교육구성

Ghana aims to improve access and quality of health services for the purpose of universal coverage of basic health to
solve the imbalances on essential health services and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The trainees will participate in 4 modules in this training
course: 1. Korea’s Health Policy, 2. Global Health Trends, 3.
Ghana Community-Based Primary Health-Care Policy Dialog, 4. Action Plan Workshop.

가나는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과 인적자원과 의료시설 부족이

연수생은 1. 한국의 보건정책, 2. 지역보건 국제동향, 3. 가나 지역사회보건

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보장 의료 강화를 통하여 보건 서비

정책대화 컨퍼런스, 4. 액션플랜 워크숍의 총 4 모듈로 구성된 교육에 참

스 접근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여하게 됩니다.

In particular, in the Upper East Regional, Ghana, there are
scarce of finance and poor workforce issues. We, KOHI
Global Cooperation Division are conducting international
training for stakeholders such as policy officers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community health systems for them.

Each module consists of lectures, discussions, and field trips

특히 가나 북동부주(Upper East Regional)의 경우 부족한 재정과 열악한

각 모듈은 이론 학습을 위한 강의 및 토론 활동과 사례 학습을 위한 현장견

인력 상황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협력부에

학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액션플랜 워크숍은 귀국 후 실

서는 가나 북동부주의 지역보건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제 직무에 적용이 용이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Purpose | 추진목적

By the opportunities for academic exchange between Korean and Ghanaian health policy experts to identify and improve community health care policy in Upper East regional,
Ghana.
대한민국 및 가나 보건정책 전문가 간 학술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가나 북
동부주 지역보건 정책 개선 및 보완 방안 도출

for case studies. In particular, the Action Plan Workshop is
designed to make this training more meaningful by establishing of their own plans under our support, that can be easily
applied to their actual jobs aft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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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Global Training Course KOHI 2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Education Sector Health | 교육분야 보건
Background | 추진배경

Purpose | 추진목적

Afghanistan has suffered from a shortage of health services, and a lack of medical materials due to long wars, and is
in a great demand to improve national health care system.

To improve na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quality in Afghanistan by empowering medical staff ability in
national hospital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의료 인력의 부족과 의료지식 및 기

국립병원 의료진의 역량강화를 통한 아프가니스탄 모자보건 서비스 품질

술의 낙후 문제를 겪고 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 요구가 매우 큰 나

향상

라 중 하나입니다.

Training Course | 교육구성

In particular, the high Infant Mortality Rate(IMR) and Maternal Mortality Rate(MMR) are major health care issues in
Afghanistan. They have planned the national health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maternal and child medical service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medical personnel in accordance.

The trainees will participate in 4 modules in this tratining
course: 1. Korea’s Health care system, 2. Infant and Children care, 3. Infection Management in Hospitals, 4. Action
Plan Workshop.
연수생은 1. 한국의 공공보건 시스템, 2. 영유아 관리, 3. 병원 내 감염관리,
4. 액션플랜 워크숍의 총 4 모듈로 구성된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높은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 보건분야
이슈이며, 국가 보건전략에 따라 의료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모자 및 소
아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asic Newborn Care for Afghanistan(2018-2020)
아프가니스탄 국립병원 모자보건 역량강화(2018-2020)

Global Cooperation Division of KOHI provides international
training program to share various cases of na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 in Korea with opportunities for
field trips and medical practice.

Each module consists of lectures, discussions, and field
trips for case studies. In particular, the Action Plan Workshop is designed to make this training more meaningful by
establishing of their own plans under our support, that can
be easily applied to their actual jobs after training.
각 모듈은 이론 학습을 위한 강의 및 토론 활동과 사례 학습을 위한 현장견
학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액션플랜 워크숍은 귀국 후 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협력부는 국제 연수를 통해 한국의 모자보

제 직무에 적용이 용이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보다 의미있는

건 정책 사례를 나누고 다양한 출산 및 영유아 전문 병원 견학 및 의료 실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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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Global Training Course KOHI 3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Education Sector Health | 교육분야 보건
Background | 추진배경

Training Course | 교육구성

WHO GLO GMP Training Course for Inspectors is a participatory component of WHO support to ensure the safety
of vaccines at national level. The overall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strengthen, expand and stablize vaccine quality for developing and middle income countries.

Participants were able to develop professional knowledge
by learning about 25 topics related to manufacturing quality, vaccine quality control, and clinical trials.
교육 참가자는 제조품질, 품질관리, 임상시험 등과 관련한 25가지 주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WHO GLO GMP조사관 국제교육은 국가차원의 백신 안정성 확보를 위한
WHO의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및 중소득국 국
가의 백신 품질 안정화와 및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lobal Cooperation Division of KOHI planned and operated
a site-oriented curriculum to expand vaccine manufacturing
for developing countries.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협력부는 성공적인 WHO GLO교육을 위해
백신 제조 현장 위주의 교육과정을 기획 및 운영하였습니다.

Purpose | 추진목적

WHO GLO GMP Training Course for Inspectors
WHO GLO GMP조사관 국제교육

To stablize vaccine 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GMP inspectors
GMP조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개발도상국 백신 품질 안정화

In addition, participants learned about Korean vaccine
quality management cases to discover implications for domestic application through 3 day study visit conducted in
vaccine manufacturing factory.
또한 3일간 진행되는 현장실습을 통해 한국의 백신품질 관리 사례를 학습
하고 자국 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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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Global Training Course KOHI 4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Education Sector Health | 교육분야 보건
Background | 추진배경

Purpose | 추진목적

In accordance with the Global Action Plan for poliovirus
containment (GAPIII), all countries that have nominated poliovirus-essential facilities (PEF), where poliovirus materials
will be retained after the global certification of poliovirus
eradication, should be certified against poliovirus containment requirements.

To make auditors’ ability improved, so that they can conduct evaluation of poliovirus-essential facilites under globally applied standard of WHO

WHO의 폴리오바이러스 억제(GAP III)에 대한 세계 행동 계획(Global

Training Course | 교육구성

Action Plan)에 따라 모든 국가는 폴리오 필수시설(PEF)의 생물 위해관리

Participants learned essential knowledge safety rules such as
laboratory biosafety, facility management, food and drug safety,
and so on.

시스템에 대하여 국제 인증을 요구합니다.

We conducted an education course to those who are expected to carry site evaluation into effect in poliovirus-essential facilities(PEF) according to WHO certivication standard.

교육 참가자는 실험실 생물안전, 생물무기의 관리, 식의약 안전 등 폴리오
필수시설 관리를 위한 필수 지식 및 안전 수칙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부는 WHO 기준에 따라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시설의 생물위해관리 시스템
에 관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할 심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리스크 관리 시스템, 위험평가, 미생물 기술 등 심사 시 고려해

제적 인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협력

WHO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시설 심사자 교육 운영계획

관하여 현장 심사를 수행할 심사자 역량강화

In addition, participants deeply learned 16 factors including
biorisk management system, risk assessment and microbial technology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auditing
poliovirus-essential facilities.

한국 또한 인증이 필요한 폴리오 필수시설(PE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

WHO GAP III Auditor’s Training

WHO 기준에 따라 폴리오바이러스 취급시설의 생물위해관리 시스템에

야 할 16가지 요소를 심층적으로 학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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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Global Training Course KOHI 5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Training Course | 교육구성

The two-week invitational training program for public officials in
the welfare field of recipient country was composed of 12 subjects by selecting the main topics by subject and issue under 5
educational modules; general social welfare,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service, action plan workshop. We have
maximized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by operating a stable
system of ‘Lecture-Study visit-Comprehensive discussion’ structure in one subject per a day. The Action Plan Workshop is an activity to establish a policy improvement plan reflecting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It is based on the training and study visit, and it
is done through the steps of ‘Reporting by Country, Analysis of
Status, Strategy Establishment, and Practice Plan’. On weekends, we visit various tourist attractions in Korea through cultural
programs, and experience Korean culture by Hanbok fitting and
rice cake making, etc.

수원국 복지 분야 공무원 대상 2주간 진행하는 초청연수 사업으로 크게 5가
지의 교육모듈(사회복지 일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액션플랜 워
크숍)아래 대상자별, 이슈별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12개의 교과목을 구성하
였다. 1일 1분야 ‘강의-견학-종합토론’ 구조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육효과성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액션플랜 워크숍은 국별 상황을 반영하여
정책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며 연수 및 견학 내용을 바탕으로 ‘국별 보
고, 현황 분석, 전략 수립, 실천 계획 작성’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주말에
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한복 입기,
떡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도록 지원합니다.

WKA, Welfare Korea Academy(2017-2019)
복지분야 초청연수 사업(2017-2019)

Background | 추진배경

Since the early 1990s, Korea has rapidly developed with
a improved welfare model. The current government has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under
“New Southern Policy” and expanding horizons of the economic, diplomatic and security. KOHI Global Cooperation
Division has developed an educational model to share Korean welfare policies and has been trying to establish the
global welfare network.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복지모델 선진국으로서 빠르게 발전

Action Plan Details (2019) | 액션플랜 세부내용 (2019)

해 왔습니다. 현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ASEAN국가들과 협력을 강화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of the
Elderly Care Center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국제협력부에서는 한국 고유 복지사업 공유를 위한 교육모델
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복지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습
니다.

노인돌봄센터 서비스 품질 개선

Vietnam

Introduction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the disabled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우리나라의 오랜 복지제도 구축경험을 공유하여 수원국 복지 분야에 종사

Social security IT system development

하는 공무원의 역량향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액션플랜 수립을

사회보장 IT시스템 개발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
습니다

노인 수용가능 시설 개발 및 근무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고령화 대비

To use Tui-an disabled rehabilitation center as a pilot workplace to
form a project team and build vo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the
disabled

• 

베트남

Purpose | 추진목적

We have shared our long experience of establishing welfare
system in Korea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public officials
engaged in the welfare field of recipient country. In addition,
we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by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ction plans.

To Develop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workforce in preparation for aging

• 

Lao PDR

튀안 장애인재활센터를 시범사업장으로 활용하여 사업단을 구성하고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구축

To provide one-stop service by making registration, insuarance
premium and salary payment procedure simple for the insured

• 

보험료 납부, 급여지급 서비스 등 피보험자 서류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In order to institutionally reorganize vulnerable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mprovement of welfare issues through the preparation of
policies, legal studies and enforcement ordinances related to the elderly

• 

라오스

Enactment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노인복지 시행령 제정

취약한 노인복지업무를 제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인관련 정책, 법률 연구 및
시행령 작성을 통해 복지 현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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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추진배경

List of Educational Courses | 교육과정 목록

We provide customized courses for training global experts
in health and welfare.

•

1) Global Cooperation: Basic Course | 국제협력기본과정
2) Global Cooperation: Advanced Course | 국제협력심화과정

우리는 맞춤형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과정을 제공합니다.

Purpose | 추진목적

•

In order to achieve the UN SDGs(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poverty reduction, nutrition improvement,
health care, welfare improvement, etc.), we aim to train
experts who lead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health
and welfare.

Proficiency | 난이도

Subject | 대상
1) Global Cooperation: Competency Enhancement
Course for Senior | 국제협력시니어역량강화과정
2) Global Cooperation: Competency Enhancement
Course for Junior | 국제협력청년역량강화과정
3) Global Cooperation: Practical Course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17대 목표: 빈곤 종식, 영양개선, 건강한 삶 보
장, 복지증진 등) 달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는

|

국제협력실무역량강화과정

4) KOHI Global HRD Seminar | 국제협력세미나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Courses for Training Experts in Global Health and Welfare
국제 보건&복지 전문가 양성과정

Basic Course

Intensive Course

기본과정

심화과정

Subjects

Workers in glob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대상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업무 종사하는 사람

Objective
목적

To Understand basic concept of Global development, ODA and global health and welfare

To analyze global issue deeply in health and
welfare

국제개발과 ODA, 국제보건복지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이슈의 체계적 이해

To establish PDM(Project Design Matrix) for global
cooperation projects

• 

국제협력사업을 위한 PDM(Project Design Matrix) 작성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oncept of Global Health and welfare

• 

국제개발 협력과 국제보건·복지의 개념

Main
Content
주요내용

Major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Global Health
and welfare

• 

국제보건·복지 주요이슈 및 현황

Management about global development projects

• 

국제개발 프로젝트 관리

Current status and major cases of infectious disease response

• 

현황 및 주요 감염병 대응 사례

Maternal and child health 모자보건

• 

Ethics and sustainability issues in global
cooperation

• 

윤리 및 국제 보건 지속가능 이슈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식수위생

• 

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 소외열대성질환

• 

Chronic Diseases 만성질환

• 

Climate Change, etc. 기후변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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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s in health and welfare field who want to get a job in global cooperation

• 

Subjects
Global
Cooperation:
Competency
Enhancement
Course for
Junior
국제협력
청년
역량강화과정

대상

Subjects

국제협력 참여를 희망하는 보건·복지 분야 청년

대상

Anyone who wish to participate in global cooperation projects including college
students and postgraduate students

목적

To train juniors who can contribute to achieve SDGs goals through global cooperation

•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인재 양성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Health and Welfare

• 

보건복지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이해

Main
Content
주요내용

Objective
목적

Practical
Course

Strategies and cases of global cooperation projects in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사례 및 전략

논리적 접근 프레임

주요내용

Practice in planning global cooperation project

Global
Cooperation:
Competency
Enhancement
Course for
Senior
국제협력
시니어
역량강화과정

Objective
목적

The method of PDM(Project Design Matrix) establishment
PDM 작성법

•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평가

Seniors in health and welfare field who are willing to get in on global cooperation project after retirement

Subjects

은퇴 후 국제협력 참여를 희망하는 보건·복지 분야 시니어

대상

To train seniors who can contribute to achieveing SDGs goals through global cooperation

College students or post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the fields of health and welfare

• 

보건분야(약학·의학), 복지분야(사회복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니어 인재 양성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분야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이해

주요내용

문제&목표분석, 변화모형 수립
• 

• 

• 

Main
Content

Problem & goal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change management model

•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tool in global cooperation project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 프로젝트 계획 실습

대상

보건복지 분야 국제개발협력 종사자의 프로젝트 성과관리 역량 강화

LFA(Logical Framework Approach)

Main
Content

• 

To make outcome management ability of personnel improved on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health and welfare

• 

• 

실무역량
강화과정

• 

Subjects

현재 국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국제협력 참여 희망자, 대학생, 대학원생

Objective

People who currently work in global cooperation

• 

To introducing on-site experiences in global health and welfare field

• 

국제보건복지 분야 현장경험 소개

Customized career exploration to seniors for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 

시니어 대상 맞춤형 국제개발협력사업 진로 탐색

To provide recruitment information of related institution

• 

관련분야 유관기관의 채용 정보 제공

KOHI
Global
HRD
Seminar
국제협력
세미나

Objective
목적

To offer job related information through experts who have several experiences on
global cooperation project

•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의 현장 실무경험 공유를 통한 진로탐색

To understand of global cooperation projects and introduction of field experiences

• 

국제협력사업의 이해 및 현장경험 소개

Main
Content
주요내용

Introduction of target customized global employment opportunities

• 

대상자 맞춤형 글로벌 취업 기회 소개

Realtime communication and meetings between experts and participants

• 

전문가와 참여자간 소통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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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on-site professional abilities for the
treatment of ASD children in Bangladesh
방글라데시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 치료를 위한
현장중심 전문인력 개발

Demands for long-term plan for capacity building of experts of Autism Spectrum Disorder(ASD) and
alleviating social prejudice against disablities in Bangladesh

Building research plans of ASD diagnosis and treatment through practice, lecture,
and Actionplan workshop

방글라데시 자폐스펙트럼 장애(이하 ASD) 분야 전문인력의 역량 개발 및 사회적 인식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 요구

실습과 강의, 액션플랜 워크숍을 통한 ASD 진단 및 치료 역량 제고, 연구활동 계획 수립

Bangladesh made welfare policy of disablity and established an ASD medical institution in 2001.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는 2018년까지 총 119명의 ASD 아동 치
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2001년 장애인 복지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ASD 분야의 의

그러나 방글라데시 ASD분야는 의사, 치료사, 교사 등 전문인력의 수가 적

Regarding this, the Multi-year Competency enhancement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Autism Spectrum Disorder
for Children were designed by KOHI Global Cooperation
Division to help to study Bangladeshi trainees.
During the training course, 75 Bangladeshis trainees. studied Korean ASD diagnosis and treatment and produced a
ASD manual in local language for their home country.

고 전문 역량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초보단계이며, 관련 시설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협력부는 위에 맞춰 방글라데시 자폐스펙트

관리 체계 및 사회적 인식 등 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이 요구되었습니다.

럼 장애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연수를

료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ASD medical field in Bangladesh is at the beginning stage,
which has few specialists such as doctors, therapists and
teachers and needs to continuously make an effort to professionals.

통해 75명의 연수생은 한국의 ASD 진단 및 치료과정의 습득은 물론, 해당

Bangladesh made a plan to foster 119 professionals for the
children’s ASD treatment to solve the problems by 2018.

분야의 실무진을 위한 현지 언어 매뉴얼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With above, the participants not only raised the capacity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ASD, but also developed their
own plans on nurturing experts, establishing infrastructure,
and ASD research activities.
연수생들은 다회의 실습과 강의, 그리고 액션플랜 워크숍을 통하여 ASD
진단·치료 역량을 제고하였음은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 육성 커리큘럼, 사
회기반시설 확립, ASD 연구활동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We also introduced a variety of ASD treatment techniques,
including medication, art therapy, music therapy, and social
intervention for autistic children with medical practices. In
addition, instructors during the field training provided feedback immediately after practice, so the trainees could correct some mistakes. These are the key to make a helpful
program.
또한 우리는 자폐아를 위한 약물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사회성 중재

분류되어 각 분야에 대해 학습한 도구의 활용 정도가 측정되었습니다.

As a result, four out of eight organizations (Society For The
Welfare Of Autistic Children, Advanced Medical Assistant
Training School, Shaheed Suhrawardy, Institute of Paediatric Neurodisorder & Autism) scored perfect, and a high
fidelity of 84.4 on average overall. Through this result, we
could observe our training program reinforced professional
competency and the application of the learning contents to
the actual job.
그 결과 평가 대상인 8개 기관 중 4개 기관(Society For The Welfare Of
Autistic Children, Advanced Medical Assistant Training School, Shaheed
Suhrawardy, Institute of Paediatric Neurodisorder & Autism)에서 만점
을 기록하였고 8개 기관 평균 84.4점으로 높은 충실도를 기록하여 연수를
통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내용을 현업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등 다양한 ASD치료 기법들을 소개하고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
니다. 또한 현지연수 기간동안 실습을 진행하였던 강사는 연수생들이 실
습한 내용을 올바르게 치료에 적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후 피드백을 제
공하였습니다.

We also published 「A Quick Reference Manual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in Bangla」, which contains the concept
and diagnosis of ASD, self-diagnosis for parents, and the
latest treatment techniques.

In particular, we carried out a procedural fidelity assessment with the 3rd invitational training program.

또한 연수생이 학습한 내용을 담은 ASD 진단·치료 매뉴얼(A Quick

특히 마지막 3차 초청연수와 함께 충실도 평가(Procedural Fidelity

포를 통해 수원국 ASD 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Reference Manual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in Bangla) 제작 및 배

Assessment)가 시행되었습니다.

The subjects of the assessment were classified into Application of ABA on behavior-change program, EIBI using
DTT procedures, PECS, IEP and STO, Parent involvement
and Training, In-service staff traing, Action Planning, and
Medical approach. Each degree of utilization was measured
independently.

It had been allocated to various institutions that participants
belonged to. The manual was written in both of English
and Bengali so that we expect the manual can be widely
shared, and contribute to developing ASD field in Bangladesh.
매뉴얼은 연수생이 소속된 각 기관에 비치되었으며 영어 및 벵갈어로 제
작되어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의 접근

평가 대상은 Application of ABA on behavior-change program, EIBI

성을 높였습니다. 매뉴얼은 ASD의 개념과 진단, 부모를 위한 자가진단법,

using DTT procedures, PECS, IEP and STO, Parent involvement and

최신치료기법 등을 수록하여 수원국의 ASD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

Training, In-service staff traing, Action Planning, Medical approach 로

도록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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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ng an MOU for Training Human Resources in
Social Welfare Field

Welcome to the KOHI Global Cooperation Division
We are proudly introducing you our 4 course planners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복지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당신이 만나게 될 KOHI 국제협력부!
교육 담당자 4인을 만나다

:S

:J

:H

:G

nterview

The practitioners who had run out of breath in 2019 honestly shared their thoughts on site. Let’s Meet
the planners of the KOHI Global Cooperation Division in the new year 2020.
2019년을 숨 가쁘게 달려온 실무자들이 그간 현장에서 느꼈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모두를 위한 교육을 꾸려 나
갈 국제협력부 직원들을 만나봅시다.

Vietnam is the center of the new southern policy, and now has some social problems related to unemployment, and disease,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aging. Therefore, social policy response and
welfare improvement are necessary. In 2019,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KOHI) invited 20 public officials from Vietnam and Lao PDR to Korea to introduce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and conducted education with workshops to analyze the policies and implications of recipient countries. As a result, in the case of Vietnam training, we established four action
plans and opened the first round to trai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between Korea and Vietnam.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중심에 있는 국가로서 현재 급속한 산업화와 고령화로 실업, 질병, 노화와 관련 사회문제를 갖고 있습니

S

다. 이에 사회 정책적 대응과 복지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2019년 베트남과 라오스 2개 국가
복지 분야 공무원 20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소개하고 수원국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 연수의 경우 4건의 액션플랜을 수립하였고, 한국-베트남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After that, we visited Hanoi and signed a business agreement to trai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who
belong to the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in Vietnam. We signed a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the social welfare manpower training
qualification process, manpower development consulting, and expert exchange. Through this process,
we made an agreement to operate local education in 2020 and will gradually expand our training model
to other neighboring countries (Lao PDR, Cambodia, etc.). We, KOHI Global Cooperation Division strive
to upgrade the quality of training and nurture global welfare personnel.

J

복지 전문 인력 양성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근 타 국가 (라오스, 캄보디아 등)로 점진적으로 연수모델을 확대하고,
2020년 현지교육 운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앞으로도 교육품질 향상과 글로벌 복지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What kind of projects did you take charge of
in 2019?

간단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협력부를 소개한다면?

2019년에는 각자 어떤 교육 사업을 담당하였나?

First of all, we have more opportunities to know
and understand various foreign cultures than other divisions.

I was in charge of Welfare Korea Academy project and Basic and Advanced Global Health Expert Course.

J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색다른 외국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Welfare Korea Academy 사업과 국제협력기본·심화과정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담당했다.

Well, Regardless of the target of education, cooperative attitudes and communication skill are
be emphasized above all.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I was responsible for
the GAP III Auditor ’s Training at WHO. Since then,
I planned (국제협력실무역량강화) several seminars
for Korean students. In the second half, I participated in training programs for health experts from
Afghanistan and Ghana. It was a busy year.

S

내·외국인 과정을 불문하고 사업 전반적으로 협력적인 태도
와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 같다.

H

이 후 직접 베트남 하노이에 방문하여 노동사회부 소속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양
성 자격과정 개발과 연구를 위한 협력, 인력개발 컨설팅, 전문가 교류 등에 관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 사회

Can you briefly introduce Global Cooperation Division of KOHI?

G

And, we need to be fully engaged in the every
steps of our work, and it's important to try to
work happily.

연초에 WHO의 GAP III Auditor’s Training을 맡아서 진행했다.
그 뒤로 국제협력실무역량강화와 국제협력세미나를 기획했

교육사업에 완전히 몰입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그만큼 즐겁게

고 하반기에는 아프가니스탄 및 가나 연수 운영에 참여했다.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쁜 1년이었다.

I agree with Park. Indeed, everyone is great collaborators.

I produced education program for youth and
senior who wanted to be engaged in global cooperation. Also I planned and operated WHO GLO
GMP Training Course for Inspectors, and planned
training in Afghanistan and Ghana with Summer.

박 말에 공감한다. 그리고 또 실제로 다들 협력 장인이기도 하다.

H

국제협력청년역량강화과정과 국제협력시니어역량강화과정
을 시작으로 WHO GLO GMP Training Course for Inspectors
의 기획 및 운영을 맡았고 이 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및 가나
연수를 계획했다.

J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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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 Welfare

What was most memorable during the education?

Do you have any educational sector to improve
this year?

Can you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with
memorable trainee?

교육 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올해 교육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생이 있었나?

The moment when I visited the recipient country
and checked their policy changing directly.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standardization of educational content.

On this subject, “Ali baba” from Ghana is the
second to none.

국제연수 후 수원국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정책 변화를 알아

J

교육 콘텐츠의 표준화에 힘을 싣고자 한다.

S

이 주제라면 가나에서 온 “Ali baba”를 따라올 교육생이 없다.

When do you feel rewarded the most?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가?

It is the time when I finish the training schedule
successfully and say goodbye to the trainees at
the airport.

S

보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Is there any special reason?

Alibaba? Is that even a real name?

교육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교육생들과 공항에서 마지막 작별

You mean Lao PDR and Vietnam?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알리바바? 실명인가?

인사를 할 때다.

라오스랑 베트남을 말하나?

In order to increase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education, it would be better to prioritize content
standardization, such as textbook form and curriculum.

Of course, it was his nickname. Because he was
like Alibaba from “Alibaba and 40 thieves”, he
was the most outstanding and popular one.

The moments when 2 weeks of experience with
trainees. It makes my heart touched.

Yes. Personally, Lao PDR gave me a great impression. I was very moved by participants’
efforts to apply the contents of training to the
policies.

J

S

바바처럼 교육생 사이에서 제일 눈에 띄고 인기 있는 교육생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라오스가 인상적이었다. 연수내용

리큘럼 같은 콘텐츠 표준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을 것

이었다.

을 직접 정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보여 굉장히 인상적이었

같다.

I remember him too. He was very humorous.

다.

I want to focus on participants' interest and educational efficiency.

기억난다. 농담을 무척 잘해서 유쾌하고 재미있는 교육생이

나는 연수 중 새벽까지 일했던 적이 있다.

S

Oh, was it community health training program at
that time?
H

아, 그때 지역보건 연수였나?

S

Yes. The trainees' enthusiasm was amazing. I
nearly did not sleep made an action plan with
them. The action plan is for developing a plan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training. I stayed up
late together until they finished their work.

H

H

었다.

G

아무래도 외국인 교육생들이 특색있는 것 같다.

흥미롭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교육 효과성와 몰입도가 매

One of the remarkable anonymous trainee “K”
from Lao PDR, offered me a horse. He said if I
visit his hometown he would give a horse as a
gift of friendship.

우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에게 말을 주겠다는 교육생도 있었다. 라오스에서 온 K 교
육생인데, 내가 라오스에 놀러온다면 본인 집에 있는 목장에

을 세우는 것인데 밤 늦게까지 함께 했었다.

Efficiency is also an important issue. Because we
only have two-weeks of the limited training period
and we need to maximize the training effect to
achieve our educational goal.

It must have been a meaningful memory.

효율성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2주라는 제한된 연수기간동

힘들어도 의미있는 기억이었겠다.

안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도 특히 기억에 남는 교육생이 있다. 종종 KOHI 교육과정에

Also, there was lots of good content we used
in curriculum for foreigners, and I’d like to apply
them to the programs for locals.

지원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데, 정말

나 역시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그간 콘텐츠가

그렇다. 연수생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다. 잠도 자지 않고 액
션플랜을 만들었다. 액션플랜이 교육내용을 토대로 개선 계획

S

G

H

Especially when saying goodbye at entry queue
at airport.
S

입국 대기열에서 손 인사를 할 때 특히 더 그렇다.

The trainee's warm smile and words of encouragement are also really touching.
G

교육생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한 마디도 정말 좋다.

It’s pleasant to meet up with foreign trainees with
distinctive characters.

나는 흥미도와 효율성을 신경쓰려고 한다.

I also want to concentrate more on trainees' educational interests. Education in a while we could
see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participants' interest.

2주간 함께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뭔가 뭉클해진다.

교육생의 별명이다. 알리바바와 40명의 도둑에서 나온 알리

교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재 형태나 커

I worked until midnight during the training.

H

J

I tend to feel rewarded from the encouragement
and praise of my colleagues.
J

나는 동료의 격려와 칭찬에서 보람을 느끼는 편이다.

Thanks for Park’s hard working.
박은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

Haha, how quick.
하하. 빠른 피드백이었다.
G

서 말을 한 마리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G

I also have a particularly memorable one. She
often applies for KOHI courses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our program, which is really thankful.

감사하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에서 활용하였던 좋은 폼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내국인 교육과정에도 적용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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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Plan for 2020

KOHI History

Course Plan for 2020

KOHI History

2020년 교육 일정

기관 연혁

May 5월

June 6월

July 7월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개소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교육기관 재지정

Global Cooperation (Health) : Basic, Intensive, Expert Course

Opening of the Central Support Team of Social Service Center
Redesignation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Genetically Modified Biosafety Management

국제협력보건기본과정, 국제협력보건심화과정, 국제협력보건전문과정

정밀의료 인재양성 사업 시작

Starting Precision Medic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Global Cooperation (Welfare) : Basic, Intensive, Expert Course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시작

Starting Child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ject

국제협력복지기본과정, 국제협력복지심화과정, 국제협력복지전문과정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운영

Basic Newborn Care for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국립병원 모자보건 역량강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Welfare Korea Academy(WKA)

Operating community service central support group
Designation of a specialized human resource training institution for
medical overseas advancement and attracting foreign patients

복지분야 초청연수 프로그램

Social Welfare Korea Academy
사회복지분야 정책역량강화 초청연수

August 8월

September 9월

October 10월

November 11월

의료통역능력 검정기관 지정

Designation of medical interpreter capacity test institution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개소

Opening Health Indust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ter

한국자활연수원 위탁운영
준정부기관 지정

KOHI Global HRD Seminar

기관 이전
(충북 오송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협력세미나

Consignment Operation of Korea Self-Service Training Institute
Designation of quasi-government institution
Institutional Transfer
(Osong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Town, Osong, Chungbuk province)

Pre- and Post-course for Competency Enhancement of Global Cooperation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양성사업 시작

국제협력사전역량강화과정. 국제협력사후역량강화과정

Project of Improving Community-Based Primary Health-Care through CHPS Strengthening(CHPS+)

보건복지직무교육 온라인교육 시작

Starting Global Healthcare Human Resource Training Project
Starting Online Education for Health and Welfare Job Education

가나 CHPS+ 기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사업 시작

Welfare Korea Academy(WKA)
복지분야 초청연수 프로그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 및 개원
보건복지부 위탁교육 개시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t website.
https://www.kohi.or.kr, https://blog.naver.com/kohipr, https://facebook.com/koreaHRDinstitute

(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설립인가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로 개칭

Online learning Course: ‘All about ODA’ (Korean language version)
온라인 학습 과정: ‘국제개발협력(ODA) 그것이 알고 싶다’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국립보건원훈련부 통합
국립보건원 훈련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Session 1
1차시

Session 2
2차시

Session 3
3차시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DA

Meaning of Global Health and
Current Relevant Issues

Trends and Cases of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과 ODA

국제보건의 의미와 주제별 이슈현황

보건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사례

국립보건연구원 훈련부

Starting Job Training Project for Social Service Personnel
The Implementation and Opening of the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Act
Starting Commissioned Educa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uthorization of Kore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Renamed fro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o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Training
Integration of National Training Center of Social Welfare and
National health center training department
National health center training department
National Training Center of social welfare
Training 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institute

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

Training Center of National social work leader

중앙사회사업종사자 훈련소

Training Center of central social work worker

중앙보건소 보건교육과

Education department of central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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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KOHI

Introduction to KOHI
기관 소개

Session 1
1차시

Session 1
1차시

To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nation

Acting as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latform in
health and welfare to
realize national health and happiness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K

+

Knowledge
전문

O

국민 건강과 행복을 실현하는
보건복지 인재양성 플랫폼

+

Obligation
책임

H

+

Harmony
협력

I

Interaction
존중

주요 사업

Training public employee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Management and researching of training programs in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분야 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Training experts for lecturing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및 교육훈련 강사의 양성

Research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에 관한 연구

Collecting and publishing health and welfare related information and documents
국내외 보건복지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ㆍ분석,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Conducting global cooperation project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Developing qualifications in the field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련 역량개발사업

Conducting projects related to above articles
상기 사업과 관련한 위탁ㆍ수탁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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