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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선발

Young 
Professionals 

on Africa

YPA

2018년 6월, 외교부의 4번째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를 일방적 원조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제한적 시각을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아프리카대륙과 보다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관계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민관협업의 플랫폼으로서 종합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기초로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외 청년들과 기업 및 민간단체가 젊은 대륙 

아프리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01~403호

TEL 02-722-4700 E-mail kaf@k-af.or.kr Website www.k-af.or.kr

아프리카 소재 국제기구 근무 기회!

국제무대 진출 역량 강화!

한국과 아프리카 교류협력에 기여!

아프리카 전문지식 함양!

원서접수기간

2021.3.14.(월) 18시까지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만 32세 이하로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영어능력을 갖춘 자

•  우대사항 

- 프랑스어 능통자 

-   국제관계/아프리카지역 등  

관련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

* 기타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파견기간 및 선발예정인원

•11개월(2021.5월 업무시작 예정)

•  선발예정인원: 4명 

-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등

* 파견기구 사정에 따라 선발인원 및 부서는 변경될 수 있음.

주요임무

•파견기구 배치부서 직무기술서(ToR)상의 업무 수행

•월별 동향보고서, 중간활동보고서 및 종합활동보고서 제출

•재단-대한민국공관-국제기구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문의

•한·아프리카재단 교류협력부(02-722-5115 / ecd@k-af.or.kr) 

*   자세한 사항은 한·아프리카재단 홈페이지(www.k-af.or.kr) 내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개요

지원내역

•파견자 왕복항공료, 기본지원비, 현지체재비 등 파견관련 제반 비용

*   현지체재비, 파견관련 제반비용의 경우 실제 출국일 확정 후 출국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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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마감(이메일 접수)2021.3.14.(일) 18:00

서류심사 결과발표2021.3.23.(화) 

1차면접(해외 거주자의 경우 화상면접 가능)2021.3.30.(화) 

1차면접 결과발표2021.4.2.(금)

2차면접(파견기구 담당자와 화상면접)2021.4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2021.4월 중

근무시작 예정2020.5월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선발 목적은 무엇인가요?1

한·아프리카재단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협력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Young 

Professionals on Africa) 국제기구 파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소재 국제기구 근무 기회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국제무대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YPA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파견된 국제기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요?2

선발된 YPA는 기본적으로 파견기구 배치부서 직무기술서(ToR)

상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파견기간 동안 해당 국제기구의 

월별 동향보고서와 중간활동보고서(반기), 종합활동보고서(파견

종료 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재단-대한

민국공관-국제기구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

하여 한국과 아프리카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합니다. 파견부서와 

담당업무는 각 국제기구와의 협의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3

우선 지원자가 제출한 국영문 지원서, 커버레터를 검토하여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서류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재단이 위촉한 내외부 심사위원과 1차 면접을 실시하고, 해당  

국제기구 담당자와의 화상면접으로  2차면접을 진행하여 최종 

파견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 일정 Q&A파견기구

아프리카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싶어 고민을 하던 중 차세대

아프리카전문가(YPA) 선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55

개국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연합(AU)에 파견되어 처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동료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

습니다. 특히 「1 Million by 2021」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 및 평가

(M&E)업무와 아프리카 55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제33차 AU정상

회의 (The 33rd 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African Union)에 참석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YPA 파견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아프리카와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고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 동료들과의 네트

워킹 기회를 얻는 등 저에게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1기 파견자 활동수기 
(파견기구: 아프리카연합(AU))

1

“From ideas to actions for 
a better Africa”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UNECA)

소재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회원국 아프리카 55개국(서사하라 포함)

설립목적 아프리카의 통합 촉진 및 공동이익·입장 추구, 역내 평화·안보협력

2

“A resilient world of strong,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글로벌녹색성장기구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소재지   대한민국(본부) 및  

해외 지역사무소(아프리카 세네갈 등)

회원국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등 38개국

설립목적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