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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어 나갈 기상·기후 분야 인재들을 찾습니다!
- 기상청, 3월부터 ‘2021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기상·기후 관련 국제기구에서 6개월간 실습 기회 제공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기상·기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 0 2 1

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하 양성사업) ’ 을 추진한다 .

○ 양성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까지 총 명이
과정을 수료했고, 이 중
명이 기상․ 기후 관련 국제기구 에 파견된
174

96

*

바 있다.
*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아시아재난대비
위원회(ADPC), 태풍위원회사무국(TCS), 정부간해양학위원회(UNESCO IOC) 등

□ 이번 양성사업은 대학 재학생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총 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국제 전문교육(7월)을 통해 다양한 기상·기후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 전문교육 주요내용은 △기상·기후 업무 이해 △국제기구 근무자 소양
교육 등 기상․ 기후 분야에서의 국제적 감각과 전문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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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료생 중 선발(15명 내외)된 인원은 기상 기후 관련 국제기구에
인턴으로 파견되어 , 최장

6

개월간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

○ 기상청은 선발된 인턴 파견자에게 왕복 항공료, 파견 기간의 체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참여 희망자는

3

월부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www.kmiti.or.kr) 누리집에

게재되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교육팀(070-5003-52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상·기후 분야 인재들에게 국제적 소양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하여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밝혔다 .

□ 붙임: 1. 2021년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2.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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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년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 목적

○ 국제적 수준의 기상․기후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역량배양 기회 제공
○ 기상 및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인턴파견을 통해 향후 국제무대
또는 기상‧기후 관련 분야(기관)에서 활동할 인력 양성
□ 주요 내용

○ 전문교육과정 운영
- 교육인원/교육시간: 30명/110시간
- 교육생 선정
ㆍ 자격요건/선정방법: 대학 재학 이상/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① 한국 국적 소지자로 기상·기후 관련분야 또는 국제업무 관련분야 전공자

자격
요건

- (기상·기후)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토목공학, 통계학, 산업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원자력공학, 통신공학 등 관련학과
- (국제업무) 국제학, 국제개발협력 등 관련학과

② 영어 의사소통 등 국제기구 인턴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 (어학요건) TOEIC 750점, NEW TEPS 324점, TOEFL(iBT 85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이상으로 모집기간 마감일까지 유효한 어학성적 소지자

우대
사항
-

- 6학기 수료 이상(+2점), 대학졸업 이상(+4점), 석·박사 재학생 이상(+6점) 가점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 우대(전공 및 어학자격요건 충족)
- 장애인 1명(교육인원 3%), 저소득층 1명(교육인원 3%)

․

주요 교육내용: 일반 기상 기후업무 이해, 국제기구 근무자 소양
교육 등

○ 국제 인턴 파견
- 파 견 처: 기상ㆍ기후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국제기구(기관)
- 파견기간: 최장 6개월
- 대상자 선정방법: 교육과정 성적 결과, 외국어 구사능력, 국제기구
인턴십 수행 계획서(Cover Letter)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지원내용: 체재비(파견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항공료(실비), 보험료,
VISA 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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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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