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온라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모의면접 신청·접수
안내
외교부(국제기구인사센터) 주최‘2021 온라인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서
아래와 같이 국제기구 인사(HR) 담당관과의 실시간 화상 모의면접을 진행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동 모의면접은 국제기구 실제 채용과는 무관하며, 유엔 및 국제기구 ▴이력서 작성, ▴실제
면접 체험, ▴인사 담당관들로부터 1:1 피드백 청취 등 국제기구 진출 희망자들에게 유엔
채용 절차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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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일 시 : 2021.11.24.(수) 오전/오후
※ 상세 일정은 모의면접 대상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개별 안내 예정

장 소 : 외교부 2층 브리핑실(203호)
접수 기간 : 2021.10.27.(수)-11.15.(월) 24:00까지
모의면접 방식 : 비대면 화상 면접(ZOOM/웹엑스 등)
모의면접 참가기구 : 유엔사무국, ICC, OECD 등 참가 기구
※ UNICEF(본부)는 일정상 모의면접 참여 불가

접수 방법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홈페이지(https://UNrecruit.mofa.go.kr)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메뉴에서 접수 및 신청
※ 인사센터 홈페이지 상단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 내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메뉴
※ 최대 2개 기구 지원 가능

모의면접 대상자 발표 : 2021.11월 중순경,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 예정
※ 접수시 정확한 연락처(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기입 필요

필수 제출 서류 : 직무기술서(채용공고), 유엔표준이력서(붙임) 및 커버레터
(Cover Letter) 각 1부
※ 접수창에서 이력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커버레터는 자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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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단계 : 직무기술서 검색

ㅇ 참가 국제기구 중 관심 있는 기구의 홈페이지(붙임 참조) 접속
ㅇ 홈페이지 내 채용(Employment/Jobs) 메뉴 클릭
ㅇ 일반 공석공고(Vacancies) 페이지로 이동 후 관심 있는 공석정보 검색
※ 관심 국제기구 채용정보 사이트에 본인의 전공, 경력 등과 관련된 채용공고가 없을
경우, 커버레터(Cover Letter)에 국제기구만 명시하여 작성
※ 인턴십, UNV 등은 직무기술서 첨부 불요

2단계 : 유엔표준이력서(UN P11) 및 커버레터(Cover Letter) 작성
ㅇ 해당 공석정보를 참고하여 유엔표준이력서 및 커버레터 각 1부 작성
※ 유엔표준이력서(UN P11) 양식은 접수창 또는 공지사항 통해 다운로드

3단계 : 지원서 제출
ㅇ 인사센터 홈페이지(https://UNrecruit.mofa.go.kr) 설명회 접수창 통해 모든
서류 제출
※ 직무기술서, 이력서(P11) 및 커버레터 등을 1개의 PDF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붙임 : 1. 기구별 홈페이지 주소(채용공고)
2. 유엔표준이력서(UN P11). 끝.

붙 임

참가 국제기구별 홈페이지(채용공고) URL

연번

국제기구명

1

유엔사무국

2

ICC

홈페이지 주소
https://careers.un.org
(일반) https://www.icc-cpi.int/jobs/pages/vacancies.aspx
(인턴십) https://www.icc-cpi.int/jobs/Pages/internships-and-Visiting-Professionals.aspx
(일반) https://oecd.taleo.net/careersection/ext/joblist.ftl?lang=en

3

OECD

(YAP 프로그램) https://www.oecd.org/careers/young-associate-programme/
(인턴십) https://www.oecd.org/careers/internship-programme/

4

UNDP

5

UNESCAP

(일반) https://jobs.undp.org/cj_view_jobs.cfm
(인턴십) https://www.undp.org/careers/types-of-opportunities/internships
(일반) https://www.unescap.org/jobs
(인턴십) https://www.unescap.org/jobs/internships
(일반)

6

UNHCR

https://public.msrp.unhcr.org/psc/RAHRPRDX/EMPLOYEE/HR/c/HRS_HRAM.HRS_APP_SCHJOB.GBL?FOCUS=Applica
nt&SiteID=2&#_ga=2.239023428.559864960.1603417812-2056438325.1603417812
(인턴십) https://www.unhcr.org/asia/internships.html

7

UNV

8

WFP

9

WHO

(청년 UNV_샘플) https://unrecruit.mofa.go.kr/new/unv/youth_view.jsp?seq=31051
(전문 UNV_샘플) https://unrecruit.mofa.go.kr/new/unv/specialist_view.jsp?seq=31082
(일반) https://www.wfp.org/careers/job-openings
(인턴십) https://www.wfp.org/careers/internships
(일반) https://careers.who.int/careersection/ex/jobsearch.ftl
(인턴십) https://www.who.int/careers/internship-programme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