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Ⅰ. 해외 동향
(아시아)

청년 해외진출 지원 외교활동
월별 동향
2019년
8월호

◇ 싱가포르 2019 싱가포르 취업 상담회 개최
◇ 태 국

상반기 태국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 홍 콩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업종별 인터뷰 시리즈 게시

◇ 베트남

하노이 취업 멘토 아카데미 개최

◇ 베트남

하노이 채용상담회 개최

◇ 베트남

해외취업 관련 행사 계기 노동법 강의

(오세아니아)
◇ 호

주 서부호주 워킹홀리데이 취업 및 안전세미나 개최

(아중동)
◇ 바레인

걸프에어 한국인 승무원 추가 채용

◇ 이집트

한인 청년의 이집트 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미주)
◇ 미 국

청년 인턴 간담회 개최

◇ 브라질

브라질 ‘취업가이드’ 책자 발간

Ⅱ. 국내 활동

외 교 부
양자경제외교국

◇ 2019년 2차 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모집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근무 인턴 모집

담당자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임미연 사무관(02-2100-7668, mylim18@mofa.go.kr)

Ⅰ. 해외 동향

Ⅰ. 해외 동향

(아시아)

(아시아)

◇ <싱가포르> 2019 싱가포르 취업 상담회 개최

◇ <홍콩>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업종별 인터뷰 시리즈 게시
(출처: 주싱가포르 대사관)

(출처: 주홍콩총영사관)

ㅇ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는 KOTRA, OKTA, KOCHAM 및 고용노동부와 협력

ㅇ 주홍콩총영사관은 우리 청년의 홍콩 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 그룹, 부동산

하여 2019 싱가포르 취업 상담회를 7.25(목) 개최하고, 40여명의 청년 구

개발회사, 투자회사, 은행, 화장품 회사,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업의 종사자들과

직자와 10개 우리 구인 기업 인사담당자들과의 면접을 지원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공관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

<행사 사진>

◇ <태국> 상반기 태국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출처: 주태국대사관)

ㅇ 주태국대사관은 KOTRA 방콕 무역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 등과
협업하여 태국 취업 희망자 등 우수한 한국 인력에게 태국 진출기업과의
면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19(수) 방콕에서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
- 총 10개 기업과 36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동 취업박람회에서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업과 구직자간 자유로운 교차면접이 실시
- 아울러 참여기업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현지 기업의 구인 관련 실태
및 애로사항 등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참석한 구직자를

※ 인터뷰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대상으로 태국 현지 취업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

‘홍콩 취업, 인터뷰 시리즈’로 검색

※ 하반기 해외취업박람회는 KOTRA 방콕 무역관과 공동주관으로 10월경 개최예정

<인터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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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 동향

Ⅰ. 해외 동향

(아시아)

(아시아)

◇ <베트남> 하노이 취업 멘토 아카데미 개최

◇ <베트남> 해외취업 관련 행사 계기 노동법 강의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ㅇ 주베트남대사관은 KOTRA 하노이 무역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베트남 EPS

ㅇ 주베트남대사관은 KOTRA, 신한희망재단,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Global

센터 등과 협업,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6.27(목) 취업 멘토 아카데미를 개최
- 동 아카데미에서는 고용노동관, 한국능려개발직업전문학교 센터장, 알루코

Young Challenger Program 행사에 7.15(월) 참여하여, 베트남 노동 시장과
노동법, 취업 후 직면하게 될 관련 이슈 등을 강의

베트남 그룹 인사본부 팀장이 참여하여, 30여명의 유학생, 교민자녀, 구직

ㅇ 주베트남대사관은 K-Move 스쿨 수강자를 대상으로 7.17(수) 노동법 1차 특강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자가 꼭 알아야할 베트남 고용법, 베트남 북부

및 7.18(목) 한인회 간담회를 진행하여, 베트남 경제 현황, 진출 한국 기업 현황,

지역 고용동향 및 구직활동 전략, 베트남 회사생활의 애로 및 적응 노하우

베트남 문화 및 노동 시장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

등에 대해서 설명

※ 9월에 예정된 노동법 특강에서는 인사·노무 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게 될 경우, 필요한 베트남 노동법령을 설명할 예정

◇ <베트남> 하노이 채용상담회 개최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ㅇ 주베트남대사관은 KOTRA 하노이 무역관과 산업인력공단 하노이 EPS센터와
공동으로 베트남 취업 희망자 및 현지 유학생 대상 베트남 현지 취업을
확대하고, 한국 직원 고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6.28(금) 하노이에서 채용 상담회를 개최
- 동 상담회에서는 구인 신청을 접수한 17개 기업과 약 600여명의 구직자
간의 면접이 이뤄졌으며, 면접 통과자가 실제 채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관이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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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 동향

Ⅰ. 해외 동향

(오세아니아)

(아중동)

◇ <호주> 서부호주 워킹홀리데이 취업 및 안전세미나 개최

◇ <바레인> 걸프에어 한국인 승무원 추가 채용

(출처: 주호주대사관)

(출처: 주바레인대사관)

ㅇ 주호주대사관은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지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ㅇ 바레인 국적항공사인 걸프에어(Gulf Air)는 지난 4월 한국인 승무원 22명을

참가자를 대상으로 7.16(화) 퍼스(Perth), 7.17(수) 번버리(Bunbury)지역에서
「2019 서부호주 워킹홀리데이 취업 및 안전 세미나」를 개최

신규 채용한 것에 이어 7.29(월) 40여명을 추가 채용하였다고 발표
- 주바레인대사관은 그간 걸프에어 사장 및 인사담당 임원 등과 수차례

- 동 프로그램에서는 그간 워킹홀리데이 관련 비자신청이나 사건사고 처리

접촉하여, 한국인 승무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국인 승무원 채용을 적극

방법 등과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금번 채용 확대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한국 승무원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워홀러의 안전에 기여

채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

-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지역별로 수요가
높은 정보를 전달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 <이집트> 한인 청년의 이집트 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출처: 주이집트대사관)

· 퍼스 지역 세미나에서는 호주 정착, 세금환급 및 연금에 대한 내용, 호주
정착과 관련한 안전 교육 및 모범적인 정착사례를 위주로 설명

ㅇ 주이집트대사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7.29(월) 한인 청년들의 이집트

· 도심에서 2km 가량 떨어져있는 번버리 지역의 경우, 그간 워홀러들이

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청년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법령 및 세금·연금 관련 정보가 접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관련 동영상

각종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집트 내 구인처 발굴 및 청년들의

강의 등을 통해서 정보 접근성을 강화

구직수요 조사 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
- 동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금호타이어, 미디언스, CJ 제일제당
등의 기업인과 우리나라 유학생 등이 참여하여, 구직 기업과 구인자간의
취업 비자 및 인턴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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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 동향

Ⅱ. 국내활동

(미주)
◇ 2019년 2차 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모집

◇ <미국> 청년 인턴 간담회 개최
(출처: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ㅇ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7.22(월)부터 22주간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우리 청년

ㅇ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청년 인재의 ODA사업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OD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KOICA 해외
사무소/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舊ODA 청년인턴)을 아래와 같이 모집

들을 대상으로 7.18(목)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현지 정착 관련 숙소
환경 점검 및 이미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멘토들과의 면담 등을 지원

- 9.5(목)까지 https://koica.incruit.com에 접속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국가별 정보 확인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인턴 프로그램은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 정보통
신기술 전공 학생이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실리콘밸리 현지 중소·스타트업에서

※ 문의처 : KOICA 개발협력인재양성팀 (031-740-3655)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근무 인턴 모집
ㅇ 외교부는 에너지 전문 인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에너지 관련

◇ <브라질> ‘취업가이드’ 책자 발간
(출처: 주상파울루총영사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9.4(수)까지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에너지기구(IEA)에 근무할 인턴을 모집중

ㅇ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브라질 취업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여, △브라질 노동
시장 동향 및 고용제도, △산업 및 업종별 취업전략, △브라질 취업 성공
포인트 및 사례, △취업비자, 정착 및 생활정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지구청년 홈페이지(www.mofa.go.kr/youth)
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

<표지 및 목차>

- 9 -

-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