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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한국산업인력공단-KOTRA,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개최
- 3개 기관 합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취업정보 설명회 개최
- 취업선배들의 취업경험 소통, 이민법 설명,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소개 등

주미대한민국대사관(대사 이수혁)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 KOTRA(사장 유정열)가 공동 주관하는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가 11월 13일 3시부터 7시까지(12일
14:00~17:00, 미국 동부 기준시) 개최될 예정이다.
○ 주미대사관과 KOTRA 무역관 등 해외거점 유관기관과 협업해 진행
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UN의 권홍석 인사국장 등 국제기구에 진출한 선배들이
참여해 국제기구 취업정보 뿐 아니라 취업 성공스토리 등 진출
노하우를 직접 설명한다.
○ 또한, 미국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취업비자 제도
등 이민법에 관해 최영수 뉴욕주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진다.
 공단에서는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등 해외취업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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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해외취업에 성공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소득분위 및 취업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선진국 최대
400만원, 신흥국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부에서는 각 기관별로 별도의 온라인 방에서 국제기구 선배와 후배
가 직접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심층 멘토링 시간을 갖는다.
○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관별 온라인 멘토링은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
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 시작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 시청할 수 있다.
* 설명회 등록링크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H44onQZ0SiusdRybSUwqWg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KOTRA 무역관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공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2021 주요 국제기구 취업설명회’는 시차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운 한국 구직자를 위해 행사 후 월드잡플러스
유튜브 채널 등 관련 사이트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 1.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개요 1부.
2.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포스터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알선부 박진양 과장(☎052-714-86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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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개요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개요

○ 행사명
○ 일시

:

: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금
미국 동부시간

‘21. 11. 12.(

), 14:00~17:00(

)

＊ 한국시간 : 11월 13일(토) 오전 03:00 06:00
~

○ 대상 미국 내 한인 유학생 및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 주요내용
등 주요 국제기구 취업설명회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소개 온라인 멘토링 등
○ 주최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공동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워싱턴 무역관
○ 주요 프로그램 및 일정
:

:

UN,

WBG,

IMF,

IDB

,

:

:

,

KOTRA

구분(현지시간)
개회선언 및 소개(14:00~14:02)

주미대사관 고용노동관

인사말씀(14:03~14:05)

주미대사관 김영재 경제공사

UN(14:05~14:35)

1부

2부

강연자

기관소개
/ 취업
경험공유

WBG(14:35~15:15)

권홍석 인사국장(Strategic Talent Management
Service) /
주수민 공보관(Department of Global
communications)
이순화(Senior Economist) / 박준오(HR Analyst) /
박문경(Digital Development Specialist)

IMF(15:15~15:30)

신종순(Senior Economist) / 이선우(Economist)

IDB(15:30~15:45)

선주윤(Senior Associate)

미국 취업비자 제도 등 이민법
설명(15:45~16:15)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소개
(16:15~16:25)
기관별 온라인 멘토링(Q&A)
(16:25~17:00)

최영수 뉴욕주 변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현정 대리
각 기관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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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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