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모의면접 신청 안내
2019. 5. 29.(수), 유엔과

모의면접 신청방법 (마감 시한 : 2019.6.17.(월) 24:00)

국제기구
유엔자원봉사단
(UNV)

유관 분야
경제, 사회, 개발, 인권,
안보, 정치, 법, 행정,
재무, 경영, 공보, 조달,
과학, 국제관계 등
난민, 인권, 법, 행정,
유엔난민기구
경영, 재무, 공보, 경제,
(UNHCR)
공학, 수송, 통신 등
개발협력, 환경, 경제,
과학, 기술·산업,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정책,
재정·기업, 노동, 교육,
(OECD)
통계, 무역·농업, 행정,
공보 등
유엔아동기금
교육, 아동, 개발, 보건,
(UNICEF)
공보, 재무, 행정 등
식량, 농업, 영양, 수산,
유엔식량농업기구 산림,
상품문제, 식량안보,
(FAO)
행정 등
국제노동기구
노동, 인권, 경제, 고용,
(ILO)
평화, 개발 등
경제재건, 개발, 환경,
아 태경제사회위원회 에너지,
교통, 무역, 투자
(UN ESCAP)
등
재산, 산업재산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지적
문학 예술작품 보호,
(WIPO)
저작권, 특허권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 주소
https://careers.un.org/

http://www.unhcr.org.careers
.html
http://www.oecd.org/careers/
https://www.unicef.org/about
/employ/
https://jobs.fao.org
https://jobs.ilo.org
https://www.unescap.org/job
s
https://www.wipo.int/erecruit
ment/en/

ㅇ 각 기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정보 확인 후 실제 공석 정보에 근거해
이하 서류 준비
- (공통) 공석 정보 사본
- (UNHCR, UNICEF, FAO, ILO, UN ESCAP) 유엔 기구별 표준이력서/P11
및 Letter of Motivation (1페이지 이내)
- (UNV, OECD, WIPO) 자유양식의 영문이력서(CV) 및 Cover Letter(1페이지)
※ 기구별 양식 붙임파일 참조. 제출 서류는 반드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 하여 제출

ㅇ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http://UNrecruit.mofa.go.kr) 메인화면
설명회 신청 팝업창 하단 「모의 면접 신청하기」를 통해 지원서
업로드 및 신청 완료

지원 자격 요건
ㅇ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평소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안내 사항(필독)
ㅇ 모의면접이 진행되는 특별세션(17-18시)의 경우, 모의면접 지원자
중 기구 당 2~3명의 최종 모의면접 대상자를 사전 선발 후, 당일
모의면접 실시 예정
※ 최종 모의면접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ㅇ 모의면접은 지원자와 기구 인사담당자 간의 1대1 면접이 아닌
다수의 참석자 앞에서 인사담당자와의 면접을 진행하는 공개 모의
면접 방식
※ 별도 영상 촬영은 진행하지 않음.

ㅇ 금번 실시되는 모의면접은 실제 채용과는 관련 없으나, 인사담당
관에게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망
모의면접 관련 문의 : 외교부 국제기구인사센터 (02-2100-7241,
unrecruit@mofa.g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