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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같이 뜻깊은 해에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분들을위한「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을발간하게된것을기쁘게생각합니다. 

최근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봉사, 배낭

여행, 어학연수등을통해국제적감각을키우며국제기구진출을꿈꾸고있습니다. 

실제로국제기구에서의우리위상도많이제고되었습니다. 유엔의수장인반기문사무총장을필두

로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 약 400명의 한국인이 진출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성실함과꼼꼼한일처리로한국인직원은국제기구내에서도좋은평가를받고있다고합니다.    



「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은국제기구진출을꿈꾸는분들이그꿈을구체화할수있도록국제기구

진출 경로 및 준비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제공코자

다양한국제기구에서활동중인우리국민의수기를담았습니다. 이들의가슴벅찬이야기가여러분

에게긍정적인자극제가될것이라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외교통상부도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여러분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2011년 5월

외교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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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2002년부터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를 통해

국제기구 관련자료 및 공석정보,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관련 정보등을제공하여, 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을위한기반을마련

■외교통상부는 2011년 3월,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청사 1층(104호)에「국제기구인사센터」사무실개소

■「국제기구인사센터」주요업무

- 국제기구진출관련상담(전화, e-mail 또는 방문상담)

- 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출간

- 국제기구진출설명회개최

- 국제기구진출한국인초청간담회및멘토링프로그램제공

-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실시간채용정보제공및관련문의응답

※「국제기구인사센터」연락처

- 홈페이지 : www.unrecruit.go.kr

- 트위터 : www.twitter.com/mofatUNrecruit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mofatUNrecruit

- 전화 및이메일 : 02-2100-0822/0823, unrecruit@mofat.go.kr

■「국제기구인사센터」활동사항

▶제1회국제기구진출한국인초청
간담회_김혜란유엔개발계획
(UNDP) 담당관(2011년 3월)



▶제2회국제기구진출한국인초청
간담회_최성아유엔사무총장대변인실
아시아담당관(2011년 4월)

▶제3회국제기구진출한국인초청
간담회_이현숙 유엔 아태정보
통신기술센터(UN APCICT) 원장
(2011년 5월) 

▶ 행정안전부주최공직채용
박람회참가(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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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기구 및 국제공무원

1. 국제기구 소개

•우리가알고있는대부분의국제기구는“유엔시스템”범위안에포함됨

•“유엔시스템”은유엔의6개주요기관(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위원회, 국제사법

재판소, 사무국), 산하기구, 전문기구및관련기구로구성(자세한사항은“유엔시스템”참조)

여기서잠깐!

■ UN System WEB Site Locator

•유엔시스템상의다양한국제기구관련정보를효과적으로찾을수있는사이트로국제기구및

주요프로젝트가알파벳순및분야별로정리되어있으며해당기구홈페이지로직접연동

※www.unsystem.org

▶유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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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내용은 IV. 국제기구진출한국인수기모음참고

2. 국제공무원이란? 

•UN 및 각종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

이라고함

•국제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속기관 외의 다른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구하거나

받지않음을원칙으로함(유엔헌장 100조) 

•국제기구 직원은 국제법상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서의 특권 및 면제가 인정

됨(유엔헌장 105조)

국제공무원의 업무 예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박경란

�내전국가 및 자연재해피해지역 등에 식량지원 업무

�조달된 구호물자와 생필품등을 저장관리 및 해당지역에 지원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김습

�화학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 저장 및 폐기 등과 관련된 회원국의 화학산업 및 화학무기 관련 신고사항에

한 사찰 및 검증 활동

■ 유엔 본부(UN Headquarters), 서석민

�사진, 시청각 상,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의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유엔의 홍보 업무 담당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이수진

�난민 여부를 판정하는 자격심사 및 난민 이송을 위한 해당국 정부관계자와의 교섭 등, 난민의 제3국 정착

지원 업무

■ 인도주의업무조정실(OCHA), 홍정완

�비즈니스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해 기존 시스템 및 새롭게 채택하게 될 IT기술에 한 검토, 분석, 개발

업무 수행

■ 유엔아동기금(UNICEF), 강승연

�유니세프 내부 감사 부서에 소속되어 관련 직원 인터뷰 및 구매계약 문서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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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가물과화장실을보급한학교아이들과함께, 강승연

▶ 2005년콜롬비아에서, 박경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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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의 종류

■ 전문직원/고위직(P급/D급)

•전문지식이나 기술ㆍ경험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채용은 공석공고를 통해

국제적으로이루어지며채용즉시일할수있는인력이요구됨

•업무내용은각 국제기구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에직접관련되는업무 및 기구별 공통지원업무

(재무, 인사, 총무, 공보, IT, 법률 등) 로 분류됨

직급분류

직급 비고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사무부총장 Deputy-Secretary-General

사무차장� Under-Secretary-General

사무차장보� Assistant-Secretary-General

D-2 Directors 국장급

D-1� Principal Officers 부국장급

P-5 Senior Officers 과장급

P-4� First Officers 과장급

P-3 Second Officers 실무직원

P-2 Associate Officers 실무직원

P-1� Assistant Officers 실무직원

■ 현장직원(필드전문가, Technical Assistance Project Personnel)

•UN 등 국제기구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원

조수혜국의 요청에 따라 3개월에서 3년 정도 파견하며, 파견된 현장직원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광범위한지식및경험보유가필수적임

•직급및급여제도가전문직직원과차이가있으며, 유엔의경우 FS1-FS7로 직급구분

■ 일반직 직원(General Service Staff)

•비서, 타이피스트, 운전기사등일상적인일부터전문업무에이르기까지업무범위가포괄적이며

대부분은현지채용임



4. 대우 및 처우

■ 신분 보장

•종신직원(permanent)은 국제공무원으로서정년퇴직(62세)시까지그신분보장을받게됨

•국제기구 직원은 자국여권과 유엔여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유엔여권(Laissez-Passer)을 가지면자유롭게여행할수있음

•국제기구는이중국적자를인정하지않으므로이중국적자는임용시한개의국적을선택해야함

(Staff Rules：ST/SGB/2011/1)

■ 급여와 수당

•전문직이상사무국직원은회원국정부중가장높은보수를받는국가공무원에상당하는 보수

를지급(Noblemaire Principle) 

•보수의기본구조：base salary + post adjustment + 각종수당

※보수기준은국제공무원위원회(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ICSC)에서 작성하며수시로변동

■ 직원복지

•출장, 전보등에따른수당：여행경비, 부임수당, 이사비용, 본국휴가비용, 가족방문여행비용등

•각종사회보장：건강및생명보험, 근무 중사망·부상및질병에대한보상, 연금 등

※관련참고사이트：유엔보수및복지혜택

(http://www.un.org/Depts/OHRM/salaries_allowanc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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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US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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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내 전문직원(P급 이상) 급여 기준

S T E P S

Level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XIV XV

USG Gross 204,391

Net D 145,854

Net S 131,261

ASG Gross 185,809

Net D 133,776

Net S 121,140

D-2 Gross 152,231 155,592 158,954 162,315 165,675 169,035

Net D 111,950 114,135 116,320 118,505 120,689 122,873

Net S 102,847 104,691 106,528 108,359 110,186 112,002

D-1 Gross 139,074 141,896 144,710 147,532 150,371 153,320 156,272 159,222 162,171

Net D 103,070 104,989 106,903 108,822 110,741 112,658 114,577 116,494 118,411

Net S 95,270 96,936 98,600 100,258 101,915 103,567 105,212 106,857 108,497

P-5 Gross 115,134 117,532 119,934 122,331 124,732 127,129 129,531 131,929 134,329 136,729 139,129 141,528 143,929

Net D 86,791 88,422 90,055 91,685 93,318 94,948 96,581 98,212 99,844 101,476 103,108 104,739 106,372

Net S 80,629 82,079 83,524 84,969 86,412 87,849 89,286 90,720 92,152 93,581 95,008 96,431 97,853

P-4 Gross 94,268 96,456 98,642 100,876 103,194 105,507 107,825 110,140 112,456 114,768 117,087 119,399 121,715 124,032 126,349

Net D 72,373 73,948 75,522 77,096 78,672 80,245 81,821 83,395 84,970 86,542 88,119 89,691 91,266 92,842 94,417

Net S 67,395 68,829 70,263 71,691 73,120 74,548 75,975 77,399 78,822 80,244 81,664 83,083 84,502 85,918 87,334

P-3 Gross 77,101 79,125 81,150 83,172 85,199 87,222 89,244 91,272 93,296 95,319 97,346 99,367 101,476 103,618 105,759

Net D 60,013 61,470 62,928 64,384 65,843 67,300 68,756 70,216 71,673 73,130 74,589 76,044 77,504 78,960 80,416

Net S 56,018 57,358 58,701 60,040 61,382 62,721 64,060 65,403 66,741 68,082 69,418 70,755 72,089 73,426 74,762

P-2 Gross 62,856 64,668 66,476 68,289 70,100 71,908 73,721 75,528 77,340 79,153 80,961 82,774

Net D 49,756 51,061 52,363 53,668 54,972 56,274 57,579 58,880 60,185 61,490 62,792 64,097

Net S 46,669 47,853 49,032 50,214 51,394 52,576 53,778 54,975 56,178 57,377 58,574 59,776

P-1 Gross 48,627 50,199 51,933 53,678 55,414 57,154 58,896 60,638 62,374 64,114

Net D 39,388 40,643 41,892 43,148 44,398 45,651 46,905 48,159 49,409 50,662

Net S 37,154 38,309 39,465 40,618 41,773 42,926 44,081 45,222 46,356 47,491

D = Rate applicable to staff members with a dependent spouse or child.
S = Rate applicable to staff members with no dependent spouse or child.
* = The normal qualifying period for in-grade movement between consecutive steps is one year, except at those

steps marked with an asterisk for which a two-year period at the preceding step is required.

http://www.un.org/Depts/OHRM/salaries_allowances/salary.htm 



5. 최근 인사제도 및 정책

•채용은 직원의 퇴직, 기한부 임용 직원의 임기 종료, 다른 국제기구로의 전출, 보직의 신설 등에

따른공석발생시이루어지므로부정기적임

•필드전문가의경우에는원조수혜국의요청에따라전문가를모집하는경우도있음

•기존 15개의 고용계약을 3가지(temporary, fixed-term, continuing)로 단순화하는“고용계약 조건

단순화”를 2009년 7월 1일부터시행중

•승진이어려우므로처음채용되는직급이중요

•유엔시스템내국제기구간직원이동활성화

직급별연령제한, 학력별필요경력(년) 수 등필요조건리스트

직급 연령
학력별필요경력(년)

학사 석사 박사

P-5 41-50 - 10 10

P-4 37-43 - 7 7

P-3 32-39 - 5 5

P-2 -32 1-4 2 2

P-1 -32 1-4 0 0

※절대적인기준은아니며자격요건(학위, 유관분야근무기간)등을감안한대략적추산치임

16 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



Q&A 섹션

Q : 현장직원이되려면보통어느정도경력이필요한가요? 

A : 보통 지원하는 업무의 성격과 기구에 따라 경력 요구사항이 다르긴 하나 유엔 내에서 제공

하는 현장 직원(Field Serive) 직급 분류와 그에 따른 경력 요구사항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ntry Level Field Service Mid-Level Field Service Senior Level Field Service

FS1-FS3 최소 2-4 경력
FS4 최소 6년경력 FS6 최소 10년 경력

FS5 최소 8 년 경력 FS7 최소 12년 경력

Q : 유엔내에서언어와관련된직업은무엇이있나요? 

A : 유엔내언어와관련된직업으로는통역, 번역, 편집전문가등이있습니다. 관련분야의대학

학위 또는 공인된 통번역 학교의 학위가 필요하며 유엔사무국에서 시행하는 언어경쟁시험

을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결과에 따라 선별된 후보자들은 인터뷰를 거치게

되며 최종 선발된 지원자는 후보자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 공석 발생시 뉴욕본부를 비롯한

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방콕 등의 근무지에 발령받게 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 방문

하셔서 Language Examinations을 클릭하면 시험시행 공고 및 자격 요건 등, 언어 경쟁

시험에대한세부자료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http://www.un.org/Depts/OHRM/examin/et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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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 수

前 UN ESCAP 사무총장

1.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에대한간략한소개부탁드려요. 

1947년에 설립,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60%, 육지의 40%를점유하고있는아시아태평양전지역의경제사회문제의총괄분석, 정책자문, 지역

통합, 초국경문제논의등을주임무(mandate)로 하는 유일한전지역포괄정부간토의기관(the only

comprehensive inter-governmental forum for all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입니다.

현재 62개 회원국, 5개 지역 훈련센터(인천, 동경, 북경, 뉴델리, 보고르), 4개 지역사무소(인천, 뉴델리,

알마아티, 수바)와 본부에 7개 사업국(거시경제분석, 무역투자, 교통관광, 환경지속개발, 정보통신, 통계,

사회개발)과 2개 행정ㆍ사업관리국이있습니다.

2. UN 근무중가장기억에남는에피소드는무엇이었나요? 

1981-89 UNDP/UN DTCD 수석경제기획관으로 남태평양 신생독립국들인 바누아투공화국과 솔로몬

군도 현지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경제개발 계획 수립과 진행을 도와준 일입니다. 특히 바누아투 공화국

에서는 월터 리니(Walter Liny) 초대 수상을 도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2-86)을 수립하는

팀장을맡아사실상신생독립국가의경제부총리역할을담당했던야전군사령관(field commander)직을

수행했는데그때의경험이가장기억에남고, 이는 후일 UN 고위직진출에큰발판이되었습니다.

3. 국제공무원으로서보람이나애로사항이있었다면소개부탁드려요. 

본인은 30여 년간의 해외생활 가운데 20여 년을 아시아태평양의 최빈개도국과 최빈자들을 위하여 일

하였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제1목표인 빈곤퇴치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UNDP,

ADB 등과 파트너쉽을만들어아시아빈곤국의입장(Voices of Asian LDCs)을 대변하고여러사업을

하였던것이가장보람됩니다.

인터뷰로만나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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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ESCAP 사무총장 7년간뉴욕, 제네바등의각종UN 회의는물론광활한지역의각종정부초청으로

매년 365일 중절반은해외출장을다녀야했던것이힘들었던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4. 국제기구진출을위해한국인들이갖춰야할덕목과역량은무엇이라고생각하세요?

첫째, 국제인으로서의기본요건은언어입니다. 영어와제2외국어(본인의경우불어)가필수이며, 문서작성

능력(drafting skill)과 소통 및 토론능력(communication and discussion capability)이 출중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지식(professional knowledge)입니다. 기본분야(경제, 무역투자, 교통, 여성 등)뿐만 아니라

UN의 선호분야(환경, 물, 에너지, 인권, 재난 등)에 대한 소위 복수전문지식(double majoring)을 갖추

어야합니다.

셋째, 전문가(expert)를 넘어선 간부(manager)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리더쉽, 긍정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다문화와 이종교(異宗敎)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폭넓은 포용력 등을 갖추어야 미래의 국제

기구지도자가될수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세계무대진출을꿈꾸고있는한국인지원자들에게전하시고싶은조언이있으시다면?

첫째, 한국인의정체성(identity)을 잊지말아야합니다. 국제무대는무국적(無國籍) 사회가아닙니다. 국제

무대에서 여러분들은 한국인으로 주목을 받고 한국인으로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개개인이모두한국을대표하는사람들이라는점을명심해야합니다.

둘째, 기회가 올 때 과감히 잡고 또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본인이 일했던 상사, 동료, 또는

후배를 통해서도 찾아옵니다. 성실하고, 능력있고, 기분 좋은 사람(charming)으로 각인된다면 반드시

좋은기회가오기마련입니다.

셋째, 국제기구 근무는 봉사입니다. 따라서 명예와 돈보다는 뚜렷한 선교사적 사명(clear sense of

missionary’s perspective)을 가져야어려움도딛고최후의승리자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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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제기구진출, 꿈을꾸자

1. 국제기구인재상

2. 국제기구진출의필요조건

■ Q&A 

■ 인터뷰(강경화 UN 인권고등판무관실부판무관)



II. 국제기구 진출, 꿈을 꾸자

1. 국제기구 인재상

국제기구 지원에 앞서 국제기구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먼저 파악하고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는지 알아본

후본인의자질을계발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함

유엔의핵심가치(Cor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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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인격으로개인의이익을위해행동

하지않고 권력이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비전문적이거나비윤리적인행동에

대해신속히조치를취함

특정주제에대해전문적인능력
및성취도를보여줌

특정개인이나단체를차별하지않고
주변에있는모든사람들을존중하고
이해하여효과적으로업무이행

전문가의식
(Professionalism)

다양성존중
(Respect for
Diversity)

고결한자세
(Integrity) 



유엔직원의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 의사소통(Communication)

- 팀워크(Teamwork)

- 기획 및조직력(Planning & Organizing)

- 책임감(Accountability)

- 고객중심(Client Orientation)

- 창의성(Creativity)

- 지속적인학습(Commitment to Continuous Learning)

- 기술활용(Technological Awareness)

유엔직원의관리능력(Managerial Competencies)

- 통찰력(Vision)

- 리더쉽(Leadership) 

- 다른 직원동기유발(Empowering Others)

- 신뢰구축(Building Trust)

- 판단력및결단력(Judgment/Decision-making)

- 업무관리(Managing Performance)

■ 역량(Competency)이란? 

•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술이나특성및행동의조합

■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이란?

•직무나직위에관계없이조직내전직원들이갖춰야하는핵심능력

■ 관리역량(Managerial competencies)이란?

•관리나감독을책임지는통상 P-4 레벨이상의직원이필수적으로지녀야할핵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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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내 Job Network 

2. 국제기구 진출의 필요조건

■ 전문지식

•유엔의 전문 직원(P급 이상)은 대부분 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전문인력들이므로 국제기구 진출

희망 시, 먼저 본인의 관심분야가 무엇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싶은

지구체적인그림을그린후이에따른학위준비및전문지식함양을위한꾸준한노력이필요함

24 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Economic Affairs 

- Environment Affairs 

- Population Affairs 

- Statistics 

- Social Sciences

- Public Administration 

- Programme Management 

- Science and Technology 

-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Management and Operations Support

- Administration 

- Audit 

- Finance 

- Procurement 

- Human Resources 

- Medical 

- Production, Service & Transport 

- Investment Management 

- Management & Programme Analysis 

- Ethics 

- Engineering 

- Pension Management 

- Logistics 

■Political, Peace and Security

- Political Affairs 

- Humanitarian Affairs 

- Human Rights 

- Civil Affairs 

- Electoral Affairs 

- Rule of Law 

■Information System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  Information Management

■Legal

- Jurists 

- Legal Affairs 

- Ombudsman 

■Public Information and External

Relations

- Public Information 

- Protocol 

■Conference Management

- Conference Services 

- Language 

■Safety and Security

- Security          - Safety 



■ 관련 경험과 경력

•일반기업과마찬가지로유엔과같은국제기구에서도해당직무와관련된경험과경력이채용에

유리하게작용

•즉, 해당분야의전문지식과관련경력을가진지원자가적합한후보자로인정되므로, 본인이희망

하는국제기구가정해지면먼저해당분야의채용공고(공석공고)를찾아보고, 요구되는자질, 학위,

경력 등이무엇인지파악한후, 이에 맞추어본인의커리어개발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 어학능력

•어학능력은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유엔에서는 영어 이외에도 유엔

공용어(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구사가 가능한 경우 채용에 유리하니 전문

지식습득, 관련 경험축적과더불어어학능력배양을위한꾸준한노력이요구됨

■ 건강한 신체

•많은 업무량과 잦은 출장 등을 소화해야하는 국제공무원의 경우, 건강한 신체조건은 무엇보다

중요한요소이므로평소꾸준한체력관리가필요함

•특히아프리카및분쟁지역등열악한환경에서근무할시에는새로운환경에능동적으로적응

할수있는강인한체력이요구됨

■ 열정

•위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아무리 충족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

없이는국제공무원으로서근무하는것에한계가있을수있음

•국제공무원은오지근무와가족과떨어져지내는어려운상황들을동시에고려해야하므로, 

본인의확고한의지와열정이기본적으로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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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잠깐!

학생들을위한경력개발 TIP!

대학교를갓졸업한지원자들은국제기구에서요구하는전문경력을갖춘경우가드물다. 본인이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한다면, 대학시절부터 해외 봉사활동 및 국제교류 캠프와 인턴십에 참여하

여 적극적으로 국제적 감각을 키워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전문경력이 쌓이지

않을지라도 국제적 경험을 통한 문화 다양성 존중 자세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 국제기구가

원하는 자질을 습득하고 키워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국제기구가

원하는 리더십 및 팀워크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주변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경력을관리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Q&A 섹션

Q : 국제기구에서일하려면무엇을준비해야할까요?

A :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필요로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적성 및 관심분야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기분야를 활용

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공

분야가 생기면 그에 맞는 국제기구를 찾아보고 그 곳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어떤

학위와경력이도움이되는지홈페이지또는공석공고등을통하여꾸준히관심을갖고살펴

보는것이바람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적극적으로인턴십에지원하여국제기구를체험해

보는것도좋겠지요. 늘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문화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열

린 마음, 업무에 대한 사명감, 어떤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 등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Q : 국제기구채용에유리한경력은무엇인가요? 

A : 지원하는 분야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기업, 정부기관, 국제기구, 공기업, NGO, 연구소

등에서의쌓은경력이요구되며, International Level에서의근무경력을더선호합니다.

Q : 외무고시를통해외교관이되는것과국제공무원이되는것과상관관계가있는지요? 

A : 외무고시는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할 외교관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 선발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를 포함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일정기간 고용휴직으로 국제기구의 정식직

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공석공고에응모하여국제기구에진출하는경우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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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UN 인권고등판무관실부판무관

1.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현재어떤업무를담당하고계신지간략하게소개부탁드릴게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엔체제의

인권관련업무를주도하고있는기구로서, 사무총장님께서직접관장하시는유엔사무국을구성하는여러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네바 본부와 뉴욕에 연락소를 두고 있고, 50여 개국에 다양한 형태의 field

presence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인 High Commissioner(HC) for Human Rights는 사무총장

님께서임명하시고, 총회의인준을받아취임하고, Deputy High Commissioner(DHC)는 HC의추천에

따라사무총장께서임명하십니다. OHCHR의업무는크게 (1) 인권이사회및산하 40여개특별보고관과

10개의 인권조약 심의기구들의 활동 지원, (2) field presences 활동, (3) 인권분야 연구 및 지식 축적

과 유엔체제 내 인권주류화 주도, (4)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public advocacy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1,000여명의 직원이제네바, 뉴욕, 세계 곳곳에서근무하고있으며저는부서의제2인자로서, HC의 인

권관련대외활동을보좌, 보완하고, 부내 재정, 경영, 인사분야를주도하고있습니다. 

2. 유엔은흔히남녀차별이없는곳이라고불리는데실제로여성들이일하기에는어떤곳인가요? 

반총장님께서사무국고위직에여성진출을적극추진, 지원하고 계시고, OHCHR은 유엔체제내에서도

gender equality면에서 모범이되고있습니다. 본부에서나 field에서나, 제도적 성차별은사라진지오

래이지만, 부서와 부서의 리더쉽에 따라 여성이 차별당하거나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

습니다. 

인터뷰로만나보아요!! 



3. 유엔근무중가장기억에남는에피소드가있으시다면소개해주세요. 

인권이 유린되거나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방문하여 정부관계자, 시민사회 대표, 인권 피해자

등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인권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권고를 제안하는게 중요한 업무인데 어디에 가나

시민사회와피해자들의높은인권의식과명확한의견피력에깊이감명받습니다. 

4. 국제공무원으로서보람이나애로사항이있다면소개부탁드릴게요.

보람으로는인류보편적가치인인권이세계곳곳에서보호·증진되는데직간접적으로기여하고있다는점,

그리고 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며 애로사항은 문화적 차이

에서오는오해, 비효율, 불신이있습니다. 

5. 여성으로서 가정생활과동시에세계무대에서활발한활동을한다는것이말처럼쉬운일은

아니었을텐데이를어떻게극복하셨나요?

개인적으로는가족모두의적극적인지원을받았기에가능했습니다. 하지만극복하지못한점도많습니다! 

6. 세계무대에서 리더를 꿈꾸는 한국인 지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당부하고싶은사항을정리해보았습니다. 

1. 좋은 책을많이읽을것

2. 논리적으로사고하고작문연습을많이할것

3. 어려운결정의순간들을피하지말것

4. 확실한반대증거가없는한모든사람들을믿을것

5. 감정적으로성숙하고지적인솔직함을항상지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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