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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오세아니아)

◇ <일본> 일취월장 – 일본취업 지원 설명회 개최

◇ <호주> 2019 시드니 취업박람회 개최
(출처: 주일본대사관)

ㅇ 주일본대사관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협업하여, 구직자들에게 일본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8.24(토) 일본취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

(출처: 주시드니총영사관)

ㅇ 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는 KOTRA 무역관과 협업하여 시드니 지역 유학생,
졸업생, 워홀러 등 우리 구직자 300여명과 30여개 업체가 참석한 「2019
시드니 취업박람회」를 8.9(금) 개최

- 동 행사에서는 △일본 취업 활동의 특징, △한국 진출 일본 기업 인턴십,
△한국 정부의 일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일본 취업 성공 사례 등을
다각도로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동 행사에서는 우리 청년이 호주의 높아진 취업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및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취업 성공 사례 및 전문직
취업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취업 준비생의 역량 강화에 기여

◇ <일본> 한국인재 채용 세미나 개최
(출처: 주나고야총영사관)

ㅇ 주나고야총영사관은 KOTRA 나고야 무역관과 공동으로 우리 청년 인재의
안정적인 취업처를 발굴하고자 중부 일본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채용
세미나를 8.27(화) 개최
- 동 행사에서는 중부 일본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기업 nakahyo 등 19개
사를 초청하여, 한국 인재 채용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
- 향후 금번 세미나 참여 기업의 계열사도 초청하여, 구인 수요 발굴처 확대
모색 예정

◇ <인도> 취업 연수생 초청 간담회 개최
(출처: 주인도대사관)

ㅇ 주인도대사관은 인도 취업을 위해 최초로 인도 교육기관(MDI)에서 연수중인
취업 연수생과 재인도경제인연합회(KOCHAM) 등 단체별 기업인 대표들을
초청, 8.28(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수생들의 진로 고민 상담 및 연수생-

<행사 사진>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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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 동향

(오세아니아)

(미주)

◇ <뉴질랜드> 2019 뉴질랜드 취업박람회 개최

◇ <미국> 美동부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 개최
(출처: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출처: 주뉴질랜드대사관)

ㅇ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는 KOTRA 무역관과 협업하여 우리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서 8.27(화) 오클랜드에서 2019 뉴질랜드 취업
박람회를 개최
- 동 행사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Augen NZ 및 Hilton 등의 구인 기업
20여개 회사 및 200여명의 구직자가 참석
- 부대 행사로 △이력서 첨삭, △진로 상담, △비자 컨설팅 등이 진행되었으며,

ㅇ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는 8.2(금)-4(일)간 조지아 둘루스에서 美동부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을 개최, 참석한 10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창업·무역에 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차세대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
- 주애틀랜타총영사는 축사에서 미국 내 가장 성장이 빠른 애틀랜타에서
차세대 한인 경제인 양성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하여 우리
청년들의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언급

참석한 구직자들은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개별 부스에서 1:1 면접 진행

<행사 사진>

◇ <미국> 한인무역협회 LA 지부 인턴 채용 현황
(출처: 주LA총영사관)

ㅇ 주LA총영사관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LA지부와 협력하여, △우리 청년의
J-1 인턴십 확대 사업과, △유학생 대상 OPT 취업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38개사에 약 30여명의 인턴 채용을 지원 중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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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유럽)

◇ <멕시코> 중미 통합 차세대 무역스쿨 개최

◇ <독일> 독일 취업 멘토링 인터뷰 영상 제작 및 배포
(출처: 주독일대사관)

(출처: 주멕 시코대사관)

ㅇ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는 8.8(목)-10(토)간 멕시코에서 차세대

ㅇ 주독일대사관은 5.25(토), 5.30(목) 양일간 화상통신 시스템으로 진행했던

무역스쿨을 개최하여, △중남미 정세, △시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원거리 ‘독일 취업 멘토링 행사’에 참여했던 멘토들의 취업관련 인터뷰를

△소상공 사례 및 유통 마켓 납품 전략 등에 대한 폭넓은 내용을 전달

모아서 제작한 동영상을 독일 해외인력 취업지원 포털 한국어 사이트

- 동 행사의 개최를 적극 지원한 주멕시코대사는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kor.make-it-in-germany.com)와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

노력과 도전이 한국의 건강하고 발전하는 미래를 형성하는 것이라 언급
하고, 창업·무역 관련 실무에서의 우리 청년의 도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약속

<해당 사이트 화면>

◇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 한국인 인턴 및 직원 간담회 개최
(출처: 주제네바대표부)

ㅇ 주제네바대표부는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 중인 한국인 인턴, JPO
및 JPO 출신 직원, 한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오찬 간담회를
<관련 언론보도>

8.21(수) 개최하여, 우리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 동 행사에 참석한 JPO 출신 직원들은 JPO 지원 및 국제기구 정규직 진출
을 위해서는 관심 분야에서 일관성 있는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조하고, 평균 3-4번의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의 인턴십 및 개도국 근무한
사례 등을 진솔하게 설명하여, 인턴 이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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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활동

◇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페어」 개최
ㅇ 외교부는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9.27.(금) 인천 송도에서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를 개최하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및 1:1 면접을 진행
※ MICE 산업 : Meeting(회의), Incentive travel(인센티브 관광), Convention(컨벤션), 및
Exhibition & Event(전시 및 이벤트) 유치 및 개최를 통해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브랜드
제고 등 유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 성장 산업

※ 참여 국제기구 (총 9개)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국제형사재판소 (ICC),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UNDP Seoul Policy Centre),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시
아지역 사무소 (UNESCAP ENEA),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한국사무소,
세계보건기구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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