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2018 하반기 KOICA ODA YP(영프로페셔널) 채용 공고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는 국제개발협력 연구, 평가, 사업기획 전문기관으로서 새
로운 국제개발협력 방향 모색과 글로벌 지식협력을 지향하는 민간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연구컨설팅(Think & Do tank)기
관입니다. ReDI와 함께 할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인원

구분

담당업무

자격요건
(필수요건)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군 만기 제대시 만 36세까지 지원 가능)
- ODA YP, 공공기관(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인턴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지원 불가
- 해외 출장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요건)
(공통)

(연구평가실)

KOICA
ODA YP
(2명)

- 영어 능통자 우대

- 하기 3가지 사업 관련 문헌자료 및 대상지역 기초자료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작성

조사/분석 지원

가능자)

Ÿ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성과평가 연구

- 국제개발협력 및 사회과학분야 석사학위

Ÿ

미얀마 문화예술역량 강화 지원 사업 기본계획수립

소지자 우대

Ÿ

농업 ODA 효과성 정책마련 연구

- 연구 및 평가를 위한 해외 현지조사 지원

(연구평가실)

- 보고서 편집 등 연구 및 평가 관련 행정업무 지원

- 국제개발협력 또는 관련분야 연구 및 평가

- 설문조사 자료 취합 및 분석 지원

유경험자 우대
- 각종 문서작업 프로그램(HWP, EXCEL, PPT

(협력사업실)

등) 능력이 띄어난 자 우대

-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강화사업' 행정 및 예

- 통계관련 작업(코딩, 클리닝, 분석 등) 또는

산관리 지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

-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강화사업’ 성과지표관

우대

리 지원 및 성과공유를 위한 홍보기획

- 기존 ReDI 수행 연구 중 관심 있는 연구 및

- 사업기획을 위한 각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평가 1~2개를 읽고 이에 대한 개인적 소감(특
징, 미흡한 점, 우수한점 등)을 말할 수 있는

자(ReDI 홈페이지 참조)
(협력사업실)
- MS-OFFICE 및 그래픽 툴에 익숙한 자
-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력자 우대
- 통계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2.

지원방법

1) ODA 인크루트 사이트 이용하여 지원서 접수: http://oda.incruit.com/
* 입사지원서 작성 시, 희망하는 팀 명시 요망
2) 지원서 접수기한: 2018년 6월 3일(일) 24시까지
3) 서류합격자 발표: 2018년 6월 5일(화) 예정 / 개별안내
4) 필기시험 및 면접: 2018년 6월 11일(월) 예정
5)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안내

6) 출근일: 2018년 7월 2일(월)
3.

기타사항

- 근로계약기간: 2018.07.01~2019.01.31 (7개월 근무, 연장 불가)
- 근무시간: 9:30~18:30 (주 5일)
- 근무장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51-55번지, 2층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 급여: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적용 예정
- 허위사실 기재 시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redi@redi.re.kr 또는 02-322-9110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