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구 유관 분야 국제기구 홈페이지 주소

유엔사무국

경제, 사회, 개발, 인권,

안보, 정치, 법, 행정, 재무,

경영, 공보, 조달, 과학,

국제관계 등

https://careers.un.org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6.12 참석확정

항공, 경영, 경제, 법,

사회과학, 컴퓨터 공학,

정보 통신 및 기술 등

https://careers-new.icao.int/

web/icao/professional-and-

higher-categories

https://careers-new.icao.int/

web/icao/consultancy

https://careers-new.icao.int/

web/icao/internship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협력, 환경, 경제,

조세정책, 과학, 기술·산업,

재정·기업, 노동, 교육,

통계, 무역·농업, 행정,

공보 등

http://www.oecd.org/careers

유엔개발계획

(UNDP)

개발, 경제, 경영, 재무,

행정, 보건, 공보, 교육,

국제관계 등

http://www.undp.org/content

/undp/en/home/operations/j

obs/types-of-opportunities

유엔난민기구

(UNHCR)

난민, 인권, 법, 행정, 경영,

재무, 공보, 경제, 공학,

수송, 통신 등

공지사항 별첨

참조(엑셀파일)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

식량, 농업, 개발, 경제,

행정, 재무, 조달 등

www1.wfp.org/careers/job-o

penings

세계보건기구

(WHO)

의료, 공중보건, 전염병,

백신, 응급의료, 재난·재해,

영양 등

https://tl-ex.vcdp.who.int/car

eersection/ex/jobsearch.ftl

제10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모의면접 신청 안내 

 모의면접 신청방법 (마감 시한 : 2017.6.23.(금) 24:00)

 ㅇ (유엔사무국, OECD, UNDP, WFP, WHO, ICAO) 각 기구별 홈페이      

    지를 통해 채용정보 확인 후 실제 공석 정보에 근거해 유엔표준이력  

    서/UN P11 및 커버레터(자유형식) 각 1부 작성

  -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 메인화면 설  

    명회 신청 팝업창 하단 「모의 면접 신청하기」를 통해 지원서 업로  

    드 및 신청 완료

     ※ 상기 국제기구들은 모의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실제 채용과 관련 없음

 ㅇ (UNHCR) 유엔난민기구의 경우 실제 채용이 가능한 14개 직위를 대상  

    으로 면접 실시 예정 



    ※ 지원 가능 직위 현황 

      - Supply Officer (P2~P4)

      - Administrative/Finance Officer (P2~P4)

      - Project Control Officer (P3~P4)

      - Programme Officer (P2~P3)

      - Protection Officer (P2~P4)

      - Registration Officer (P2~P4)

      - Camp Coordination & Camp Management Officer (P3~P4)

      - Physical Site Planner Officer (P2~P4)

      - Shelter Officer (P2~P4)

      - Cash Based Intervention (P2~P4)

      - Environmental Officer (P3~P4)

      - Livelihoods Officer (P2~P4)

      - Human Resources Officer (P2~P4)

  - UNHCR 면접에 신청코자 할 경우,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http://UNrecruit.mofa.go.kr) 및 UNHCR 인력풀                        

    (http://www.unhcr.org/talent-pools.html)에 동시 지원 필요

     ※ 외교부 지원 방법 : 유엔표준이력서/UN P11 및 커버레터(자유형식) 각 1부 작성 후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 접수     

     ※ UNHCR 지원 방법 : UNHCR 인력풀(Talent Pools) 홈페이지 → 페이지 하단 Current    

        Career Opportunities 클릭 → Job Search 페이지 상단 Sign In 클릭 후 회원 가입 →  

        Job Search 페이지 상단 My Account Information 클릭 후 필수 정보 모두 기입 → 목  

        록에서 직위 선택(별첨 UNHCR Recruitment 14개 직위 중) → 직무기술서 하단 Apply  

        클릭 → 온라인 지원 시작

 지원 자격 요건

 ㅇ (유엔사무국, OECD, UNDP, WFP, WHO, ICAO)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평소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ㅇ (UNHCR) 유엔난민기구 직위 지원 시 최소 자격 요건 

  - (P2급) 학사학위 및 최소 4년 경력 보유자 또는 석사학위 및 최소 2년  

    경력 보유자

  - (P3급) 학사학위 및 최소 8년 경력 보유자 또는 석사학위 및 최소 6년  

    경력 보유자

  - (P4급) 학사학위 및 최소 12년 경력 보유자 또는 석사학위 및 최소 10  

    년 경력 보유자

    ※ 각 직위별 상세 자격요건은 별첨(‘UNHCR Recruitment’) 참조

 모의면접 관련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02-2100-8421,        

    unrecruit@mofa.g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