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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국내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실무 전문가(PAO) 

경력개발지원

장학금

KOICA STEP-up
Program

세계시민
양성과정

커리어센터

취업컨설팅
w

CTS 사업, 민관협력사업, 국별 사업 등

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

KOICA 국제기구 NGO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창업교육기관

일반분야 일자리

STEP 3-2

직무 또는 취업처가 

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곳

*직무가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 취업처가 개발협력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모두 포함

경력 사다리 프로그램 별 지원방법

영프로페셔널(YP) 

해외사무소/재외공관

봉사단,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다자협력전문가(KMCO) 

개발협력코디네이터

koicacoord.scout.co.kr

온라인 지원 

지원 방법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발표 면접 전형

면접 전형 발표

파견 국내교육 최종합격자 발표

01 02 03

07 06 05

04

kov.koica.go.kr

koica.incruit.com/success

영프로페셔널(YP) 

사업수행기관

oda.incruit.com

개발협력코디네이터

각 프로그램 별로 온라인 지원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WFK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

다자협력

전문가

STEP 2

핵심역량 성취 국제개발협력분야 인재의 직무 핵심역량, 기초 역량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있는 국민

국제개발협력분야 징검다리 일자리

STEP 3-1

글로벌 인재 양성

*1년 이상 활동 WFK 봉사단원

STEP 1

귀국

귀국 단원 귀국 인턴

활동

활동 단원* 활동 인턴

*2018년도 기준

STEP 1 ~ STEP 3까지 
단계별로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음 스텝으로 이동하는 경우

KOICA 

글로벌 인재

지원 과정 글로벌 인재의 DREAM, 

코이카에서 함께 JOB아요!

KOICA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안내 리플릿



교육비 할인 및 면제

2. 귀국인재 모임 지원

BAND  Job Bridge

1. KOICA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지원 내용 : 취업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및 인재추천, 취업교육, 창업교육

지원 대상 : WFK 봉사단, 영프로페셔널(YP),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개발협력코디네이터, PAO

1. WFK 장학금 (단원만 해당)

2. KOICA STEP-up Program

지원 대상 : WFK 봉사단원으로 1년 이상 봉사활동 완료한 귀국단원

세부 내용 :

지원 내용 : 소양/역량교육 및 진로별(공공기관, NGO, 기업, 국제기구, 창업 등) 교육 제공

지원 대상 : WFK 봉사단, 영프로페셔널(YP) 등 

세부 내용 :

1. 귀국인재 환영회 선배에게 듣는 유용한 취업 TIP!
지원 내용 : 국제개발협력분야 관련 전공 석 · 박사 과정 최대 4학기 지원

지원 대상 : 당해포함 3년 이내 귀국인재

                (WFK 봉사단, 영프로페셔널(YP),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PAO)

지원 내용 : 매년 5월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 경험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외부강연자와 

                 멘토링 제공

지원 종류 :

지원 목적 : 국제개발협력 관련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귀국인재 역량 강화

                 국제개발협력 관련 경험 확장 및 취창업 가능성 확대

                 다양한 활동을 통한 국내 봉사자와의 협업 및 해외봉사활동 인지도 제고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진출을 위한 기본교육

기본 경력자 대상 경력 심화 교육 제공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귀국 전부터 개인의 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맞춤형 교육

   문제해결, 실무교육

(프로젝트 기획·관리, PCM 등)

소양/역량 교육

  NCS 특강, 모금과 NGO 활동에 대한 기본이해교육,

기업 CSR, CSV 사례교육, UN 기구 커리어 소개, 

사회적 기업 및 NGO 창업교육 등

진로별 교육

전공

국제개발협력분야,

봉사활동 분야 및

봉사활동 지역 전공

지원 내용

연간 1천만원 한도,

등록금 75% 지급

지원 기간

4학기 지원 : 활동기간 2년 이상

      (연장포함)

2학기 지원 : 활동기간 2년 미만

크레듀 홈페이지 접속 후, 수강 희망 과정 신청시 쿠폰번호 발송

ODA 교육원 정규 과정 수강료 무료

BANDBAND Advanced Training BAND Network  Dream

세부 내용 :  

2. 소셜벤처경연대회

가산점, 지원 우대 (WFK 봉사단원, YP)

대회 개요 : 청소년(13~18세) 및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사회적기업 경연대회

창업연계 부문 내 글로벌성장 부문 KOICA 개발벤처상(상금, 부상, 특전)

상금/부상 : 500만원, 현지탐방권 500만원      특전 : 차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가권

기타 사항 : 2018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글로벌성장 부문’ 심사 시, WFK 봉사단원 가산점 

                5점 부여

가산점

선발 우대  

KOICA 사업별 인재 선발 시, KOICA 파견 귀국인재 우대

1:1 맞춤 상담을 통한 진로탐색, 목표설정, 

구직스킬 강화 등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서류 첨삭 지도

인성면접, 토론면접, PT면접 등 면접코칭, 

모의면접

기본교육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등

심화교육 : 

직무이해, 강소기업 NCS 모의테스트 등

해외취업특강 : 

영문이력서 첨삭, 모의면접, 해외취업컨설팅

취업컨설팅(전화상담, 대면상담)

경력목표에 따른 맞춤채용정보 제공

단원 및 YP 우대 채용정보 제공

개발협력분야 유관기관 인재추천

채용정보 제공 및 인재추천

취업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모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창업교육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2년간 아동교육과 아동결연, 학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은 지역에 좋은 리더들을 만나 정기적인 독서  

모임을 할 수 있었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파견된 곳의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소득

증대사업 등 다양한 국제개발분야의 이슈나 실례를 들으며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것도 개인의  

역량강화에 있어, 취업 준비(자기소개서 혹은 면접 시)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으로 2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귀국  

전부터 코디네이터가 되고싶었기 때문에 귀국 이틀 만에 개발협력커리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았고, 담당 컨설턴트님이 서류 제출과 면접 준비를 항상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격 플러스 포인트는 컨설턴트님의 조언에 따라 커버레터를 쓴 것입니다. 메일에 서류가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제가 왜 여기에 지원하는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간략

하게 썼습니다. 면접을 담당하시는 분이 커버레터를 보고 ‘아 이사람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11개월간 코피온 몽골 지부에서 KCOC NGO 봉사단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귀국 이후 1년간  

학교를 재학하며 2018년 상반기 굿네이버스 공채(사회복지분야)를 준비하였고, KOICA  

커리어센터가 굿네이버스 공채에 대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굿네이버스 공채 진행 전 스터디 모집 안내에서부터 굿네이버스  

공채를 진행하며 자기소개서 피드백 2회, 모의면접 2회, 관련 자료(3차, 4차 면접 기출 

문항) 1회를 수신하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여러 도움 중 특히 모의 면접은 많이 경험해 

볼수록 실제 면접에서의 실수와 긴장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니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 김시온 월드비젼 대외협력팀

- 염 빛나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네팔 프로젝트 매니저

- 최아라 굿네이버스 사회복지직

볼리비아 인턴 근무 종료 한 달 전, 취업의 압박을 슬슬 느끼기 시작했고 8개월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선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매주, 한주 업무를 

정리해 놓은 다이어리를 참고하고 제 기억을 더듬어 제가 맡았던 사업, 준비했던 행사, 이외에  

사무업무, 또 이를 통해서 느낀 점 등을 엑셀로 정리해 보니 8개월 동안 한 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중에 쓰는 중간보고서/귀국보고서 등을 꼭 본인 포털 메일로 보내놓는다면 

추후 자소서나 경험/경력 사항을 쓸 때, 한결 수월합니다. 본인이 하는 일 모두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으시고, 꿋꿋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가시면 어느샌가 합격이라는 좋은 소식을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수진 한국전력공사 사무직

지원 담당 : KOVA*(한국해외봉사단연합회)

지원 대상 : 귀국단원 1인을 포함한 단체 3팀

지원 내용 : 국제개발협력 또는 파견국과 관련된 연구모임에 

                최대 100만원 지원

연구모임 지원

지원 담당 : KOVA*(한국해외봉사단연합회)

지원 대상 : 귀국단원 1인을 포함한 단체 3팀

지원 내용 :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관련 프로젝트에 

                 최대 400만원 지원

프로젝트 지원

지원 담당 : KOVA*(한국해외봉사단연합회)

지원 대상 : 귀국단원 개인 또는 귀국단원 1인을 포함한 단체 5팀

지원 내용 :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발굴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봉사활동 지원

연구결과보고서,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월 1회 이상 모임 진행 및 활동 공유

* KOVA : kova.org/kr   02-573-1001

+ 

+ 

KOICA 공채 지원 시 

WFK 봉사단원* · YP 서류전형, 필기전형 10% 가산점
*KOICA에서 직접 모집 선발한 KOICA 해외봉사단만 해당

개발협력코디네이터, 다자협력전문가(KMCO) 지원 시 

가산점 최대 5점 부여

KOICA 사업 별 전문가(조사, 평가) 선발 시 

가산점 최대 2점 부여

 ODA 교육원 수강료 무료 

WFK 봉사단, 영프로페셔널(YP), 월드프렌즈 코디네이터, 개발협력코디네이터, KMCO, 

ODA전문가, PAO 등

 오픽, 온라인교육 30% 할인
1년 이상 활동한 WFK 봉사단원(일반, 협력요원, 대학생, 국제협력, 새마을리더, NGO 봉사단원), 

ODA 해외사무소 YP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오픽 시험비 30% 할인 코드 발급

지원 담당 :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지원 대상 : 귀국인재(커리어센터 대상고객)

지원 내용 : 스터디원 모집 희망시, 이메일로 모집 협조,

                커리어센터 홈페이지 내 스터디모집 게시판 운영

취업스터디 지원

- 더 다양한 취 · 창업수기는 해외봉사단 홈페이지(kov.koica.go.kr)를 참고해주세요 -

*STEP : Shape / Tomorrow / Expand / Potent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