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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청년아카데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기회의 땅인 유라시아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유라시아 청년 지역인재 양성 프로젝트

주최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주관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상생의 미래를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이 열어 갑니다.

국내교육
언어 및 지역이해
기초역량 교육

해외교육

해외인턴십

현지 네트워킹&
현지국 체험 중심 교육

현지 기업/기관
업무 경험을 위한 인턴십

모집대상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및 창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만 35세 미만 대한민국 청년
현지국에서 활용 가능한 산업 및 기술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건설/공학/예체능 포함)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자 및 지방거주자 우대

모집인원
최초 130명(프로그램 단계별 평가 후 참여 인원 제한)

선발절차
서류전형, 쿼터제 평가(각 단계별 추가 선발 평가 진행)

공고 · 접수

서류적격
심사

전문가
평가

2. 22 (월) ~ 3.31 (수)

4.01(목) ~ 4.02 (금)

4.05 (월) ~ 4.07 (수)

합격자
선정/발표
4.09(금)

신청방법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카카오채널로 서류 제출
- Website : ①www.centralasia-korea.org ②www.kf.or.kr ③http://central.hri.co.kr
- Email : eurasia@hri.co.kr/ Kakao채널 : @유라시아청년아카데미
- 제출서류 : (필수) 지원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 (해당자) 외국어성적, 기술/산업 자격증 등

프로그램 세부 내용

* 해외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 변경 진행 가능.

프로그램 참여자 특전
교육과정
전액무료

교육전문가
멘토링

열정과 도전 정신을 지닌
청년들을 위한 장학지원

국내 최고의 분야별 전문
멘토진의 코칭 및 컨설팅

중앙아
현장탐방연수

중앙아
해외인턴십

중앙아시아 현지 진출기업
견학 및 문화 탐방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중앙
아시아 현지 인턴십 기회 제공

수료생 후기
정의한

김성익

백혜민

KOTRA 취업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자원공사취업

신한은행 취업

임예나

원현경

이동우

Eest Telecom 기업
인턴십 참여

EVO 인턴십 참여

해외연수 참여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함께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간 협력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포럼에서 발굴된 정무· 경제 · 문화 교류등의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신규협력 유망 분야 및 사업을 발굴합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 확대에 기여합니다.

중점협력분야

매년 한-중앙아협력포럼에서 합의된 한-중앙아 간 협력 사업을 국내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합니다.

•교통 · 물류

중앙아 통합물류 구축 및 운송 원활화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협력

•산업 현대화 · 다변화

한국 경제특구 운영·공기업 민영화 경험 공유 / ICT 등
신기술협력(전자정부, 국토정보 등)

•기후변화·환경

산림 협력 및 친환경 사업 확대

•보건·의료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교류 활성화

•교육 · 문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차세대 인사 네트워크 구축 및
스포츠·문화 교류 확대

사무국 자체사업

한-중앙아협력포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사이버 사무국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국 공무원의 사무국 파견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공공외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레지던트 펠로가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민·관·학의 정보 공유 및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과 중앙아 국간 간의 소통채널 마련

•레지던트 펠로

협력포럼 당사국 공무원이 사무국에 합류하여 한국과
중앙아가 공동운영하는 사무국 구축, 신규 사업 발굴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공외교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