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0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계획(안)
2017. 6. 12.(수), 유엔과

1

개 요
일시 : 2017.7.6.(목)-7.7.(금), 14:00~18:00
장소 : 서울시청(7.6.) 및 부산시청(7.7.)
초청 국제기구 : 유엔사무국, OECD, UNDP, UNHCR, WFP, WHO
및 ICAO 등 총 7개 국제기구
참석 대상 : 대학(원)생 및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전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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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국제기구 인사 현황
인사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국제기구 인사담당자
기구명

초청인사

유엔사무국

Yoon C. BARKER(Ms.)

ICAO

Zamir Frotan(Mr.)
Makoto MIYASAKO(Mr.)

직책
Chief of Planning,
Monitoring and Reporting
Services,
Strategic Planning and
Staffing Division, OHRM
Administrative Officer, Asia
and Pacific(APAC) Office
Head of Talent
Management and Analytics
HR Analytics Lead, Talent

OECD
Clarissa RHEINECK(Ms.)

Management and Analytics
Group, HR Management

UNDP

TBC

UNHCR

John F. THOMAS(Mr.)

WFP

Joanna SAIDY(Ms.)
Eric J. TAGNON(Mr.)

WHO/WPRO
Nicole SARKIS(Ms.)

TBC
Chief, Talent Outreach &
Acquisition, DHRM
HR Officer, Global Talent
Acquisition Team
Regional HR Manager
Programme Management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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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 기본계획(안)
서울 및 부산

ㅇ 1부 : ▲개회사 및 환영사(10분), ▲기구 합동 발표(90분), ▲휴식(20분)
ㅇ 2부 : ▲국제기구 심층 세션(60분), ▲모의 인터뷰(60분)

4

참가 신청 방법
설명회 참가 신청

ㅇ 설명회 접수 기간(6.8.(목)~7.6.(목)) 내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
이지(http://UNrecruit.mofa.go.kr) 메인화면 팝업창 통해 신청 접수
설명회 「모의 면접」신청
ㅇ 모의 면접 접수 기간(6.8.(목)~6.23.(금) 자정) 내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
센터 홈페이지(상기 동일) 메인화면 팝업창 통해 신청 접수
ㅇ 유엔난민기구(UNHCR) 면접 신청 시,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및
UNHCR 인력풀(http://www.unhcr.org/talent-pools.html) 홈페이지 모두
접수 필요
※ 별첨 ‘모의면접 신청 안내’ 참조

붙임 : 각 시별 진출 설명회 상세 프로그램(안). 끝.

붙 임

각 시별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프로그램(안)

서울시청 (7.6.(목))
구 분

시 간
13:30~14:00
(30분)
14:00~14:10
(10분)

장 소

8층
다목적홀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14:00~18:00)

16:00~17:00
(60분)

17:00~18:00
(60분)

서울소재
국제기구 채용
상담부스 및
홍보전
(13:00~18:00)

용

․ 개회사 및 환영사
․ 기구 합동 발표(모든 참석기구)
- 국제기구별 소개

14:10~15:40
(90분)
15:40~16:00
(20분)

내
․ 접수확인 및 입장
(영상 상영)

수용 인원
500~600명
(대학(원)생,
중‧고등학생,
학부모, 직장인
등)

8층
다목적홀

․ 휴식 및 기구별 심층세션 안내

8층
다목적홀

․ 국제기구 심층세션(유엔사무국, UNDP)
- 채용 예정 직위 안내
- 기구별 인사정책 등 Q&A

500여명

3층
대회의실

․ 국제기구 심층세션(UNHCR, WFP, ICAO)
- 채용 예정 직위 안내
- 기구별 인사정책 등 Q&A

250여명

3층
소회의실

․ 국제기구 심층세션(OECD, WHO)
- 채용 예정 직위 안내
- 기구별 인사정책 등 Q&A

100여명

각
심층세션실

8층
간담회장1
13:00~18:00
8층
다목적홀
로비

․ 모의 인터뷰
※ UNHCR 비공개 면접 진행

․ 서울소재 국제기구 채용상담 부스
- 국내 인턴십 안내 및 이력서 검토 등
※ 참여기구(총5개) :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한국사무소, 유엔개발계획
(UNDP) 서울정책센터,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유엔협회세계연
맹(WFUNA), 국제백신연구소(IVI)
․ 서울소재 국제기구 홍보전시회
- 기구 소개 및 활동 현황 관련 전시
※ 참여기구: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이클레이 동아시아본부
(ICLEI EAS) 등

※ 주최 : 서울시

부산시청 (7.7.(금))
구 분

시 간
13:30~14:00
(30분)
14:00~14:10
(10분)

장 소

부산시청
대강당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14:00~18:00)

부산시청
대강당
시청 1층
대회의실

16:00~17:00
(60분)

17:00~18:00
(60분)

용

․ 개회사 및 환영사
․ 기구 합동 발표(모든 참석기구)
- 국제기구별 소개

14:10~15:40
(90분)
15:40~16:00
(20분)

내
․ 접수확인 및 입장
(영상 상영)

시의회
2층
대회의실
시의회
2층
중회의실
각 회의실

수용 인원
800명
(대학(원)생,
중‧고등학생,
학부모, 직장인
등)

․ 휴식 및 기구별 심층세션 안내
․ 국제기구 심층세션(유엔사무국, UNDP)
- 채용 예정 직위 안내
- 기구별 인사정책 등 Q&A
․ 국제기구 심층세션(UNHCR, WFP, ICAO)
- 채용 예정 직위 안내
- 기구별 인사정책 등 Q&A
․ 국제기구 심층세션(OECD, WHO)
- 채용 예정 직위 안내
- 기구별 인사정책 등 Q&A

300여명

300여명

150여명

․ 모의 인터뷰
※ UNHCR 비공개 면접 진행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