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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그간 구축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인재들이 세계무대에서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기르고

차세대 인재들이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다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하고자 2011년에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7개국 29개처에
2개국 4개 정책연구소,

2011

41명 선발

도서관 신규 참여
14개국 30개처 48명 파견

2020

4개국 10개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대학 신규 참여

2015

KF 싱크탱크 인턴십,
KF 박물관 인턴십 신설

15개국 47개처 62명 파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2014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보스턴미술관 참여
1개국 3개처 5명 파견

7개국 23개처에

2017

34명 파견

KF 도서관 인턴십, KF 한국어교육 인턴십,

2019

KF 유럽의회 트레이니십, KF 잘츠부르크

2012

글로벌 세미나 인턴십 신설
17개국 25개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대학, 국제기구 신규 참여
19개국 32개처 60명 파견

미국 구겐하임미술관,

2016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신규 참여
4개국 12개 정책연구소,

2개국 6개처 11명 파견

2013

박물관, 도서관, 대학 신규 참여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8

13개국 37개처 51명 파견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13개국 30개처

영국 영국박물관 신규 참여

41명 파견

4개국 8개처 25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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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21 파견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싱크탱크

도서관 (주니어프로페셔널 포함)
①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KF주니어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은 나이제한 없음)

② 신청마감일 기준 총 경력이 2년 이내인 자

② 신청마감일 기준 총 경력이 2년 이내인 자

③ 2021년 2월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참가자격

④ 학부 및 대학원 성적 평점 3.0 이상 (4.0 만점 기준)

참가자격

⑤ 영어능통자 TOEIC 850점, TOEFL100점(IBT), TEPS 419점(구TEPS 750점), IELTS 7점 이상

③ 2021년 2월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④ 학부 및 대학원 성적 평점 3.0 이상 (4.0 만점 기준)
⑤ 영어능통자 TOEIC 700점, TOEFL 71점(IBT), TEPS 340점(구TEPS 625점), IELTS 6점 이상

단, 영어권 대학에서 3년 이상 (체류기간이 아닌 학기기준) 수학한 경우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단, 영어권 대학에서 3년 이상 (체류기간이 아닌 학기기준) 수학한 경우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⑥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지원불가

⑥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지원불가
모집대상

정책연구별 유관 연구분야 전공 학·석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이상

파견기관

해외 정책연구소

파견기간

기관별 상이 (6-9개월)

모집인원

기관별 각 1-2명

파견시기

2021년 하반기 (기관별 상이)

모집대상

문헌정보학 관련 학·석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이상

파견기관

해외 도서관

파견기간

10개월

모집인원

기관별 각 1-2명

파견시기

2021년 하반기 (기관별 상이)

박물관
국제기구/국제NGO
①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신청마감일 기준 총 경력이 2년 이내인 자

② 학부 및 대학원 성적 평점 3.0 이상 (4.0 만점 기준)

③ 2021년 2월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참가자격

④ 학부 및 대학원 성적 평점 3.0 이상 (4.0 만점 기준)

참가자격

③ 영어능통자 TOEIC 850점, TOEFL100점(IBT), TEPS 419점(구TEPS 750점), IELTS 7점 이상
단, 영어권 대학에서 3년 이상 (체류기간이 아닌 학기기준) 수학한 경우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⑤ 영어능통자 TOEIC 700점, TOEFL 71점(IBT), TEPS 340점(구TEPS 625점), IELTS 6점 이상

④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지원불가

단, 영어권 대학에서 3년 이상 (체류기간이 아닌 학기기준) 수학한 경우 성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⑥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지원불가
모집대상

미술사 및 박물관 분야 학·석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이상

파견기관

해외 박물관

파견기간

기관별 상이 (6-9개월)

모집인원

기관별 각 1-2명

파견시기

2021년 하반기 (기관별 상이)

모집대상

최근 1년 이내 학사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원생 이상

파견기관

유럽의회, 잘츠부르크글로벌세미나

파견기간

3개월

모집인원

00명

파견시기

2022년 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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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참가자 공모 해당기관
프로그램

국가명
러시아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모집요강
기관명

2021 선발

외교아카데미

 사업개요

랜드연구소

KF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차세대 인재들이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 박물관,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싱크탱크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O

애틀란틱카운슬

O

우드로윌슨센터

O

허드슨연구소

차세대 글로벌리더 육성 프로그램

O

기관별 각 0명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O
 파견시기 및 파견기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보스톤미술관

O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새클러갤러리

O

시카고미술관

O

오레곤대학교 조던슈니처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2021년 하반기 파견, 6-10개월 근무 (세부 일정 기관별 상이)
※ 단,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해외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 파견기관과 협의 하에 국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미국

박물관

도서관, 국제기구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며 국제적 감각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모집인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스웨덴

GLOBAL CHALLENGERS

원격근무로 전환될 수 있음.

 재단지원

O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 왕복 국제항공권: 이코노미 등급
※ 단, 거주지가 파견지와 동일할 경우 미지급

영국
영국박물관
UCLA 동아시아도서관

O

UC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

도서관

UC어바인 랭슨도서관

O

남가주대 한국학도서관

O

미시건대 아시아도서관

O

시카고대 동아시아도서관

O

워싱턴대 도서관

O

컬럼비아대 동아시아도서관

O

미국

하버드대 하버드-옌칭도서관

프랑스

국제기구/국제NGO

미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내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에 의거
(2020년 미국 기준 USD2,338/월)
※ 필요시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현지기관 숙소 제공 시 지급 총액의 		
60% 지급
• 해외여행자보험 (파견기간에 한함)
※ 개별 비자 신청 및 관련 비용은 자체 부담

 참가자격

하버드대 도서관

주니어 프로페셔널

• 현지체재비: 파견지역에 따라 월정액 지급

①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하와이대 한국학센터도서관

O

② 신청 마감일 기준 총 경력이 2년 이내인 자

하와이대 해밀턴도서관

O

③ 2021년 2월 기준 졸업예정자의 경우, 파견 전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연구소도서관

O

④ 학부 및 대학원 성적 평점 3.0 이상 (4.0 만점 기준)

의회 도서관

O

⑤ 영어능통자 (프로그램별 기준 상이)

유럽의회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⑥ 프로그램 기 참가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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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영문 이력서

• 사회적 배려대상자 1차 KF 평가시 가산점 부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최종학력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졸업자는 서류 및 면접평가에서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부여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영문추천서 2부
- 추천인은 지원자의 소속 대학교수 또는 소속기관 책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선발절차

- 동일 추천서로 복수 기관 제출 가능(단, 추천서 상에 기관 명칭 생략 요망)

• KF: 서류접수, 적격심사, 서면 및 면접평가
• 파견기관: 서류심사 및 영어 인터뷰 (전화 또는 화상)

 신청서 제출방법
• ① ~ ③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을 통해 입력 및 제출

 모집 및 선발일정

- ③의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첨부란에 첨부
신청서 접수

기관 인터뷰

서류 및
면접평가

1지망

2지망

2021.
1.11(월)
-1.22 (금)

2021.
1.27 (수)
-2.8 (월)

- 첨부물 확장자 hwp, doc, docx, pdf에 한함

합격자
발표

OT

파견

• ④의 추천서는 지원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추천인 앞으로 요청 이메일 발송
- 신청서 임시 저장 상태에서 추천서 요청 이메일 발송 가능

11.2 (월)
-11.30 (월)
18:00

12.1 (화)
-12.23 (수)

2021.
2.17 (수)

2021.
2.26 (금)

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 통보

※ 2지망 기관 인터뷰는 1지망 전형 중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 한 기관에 한하여 시행
※ 상기 일정은 재단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2021.6월
이후

기관별 상이

※기한 준수 요망

 유의사항
• 신청자별 총 2개 기관 지원 가능 (1지망, 2지망 선택)
- 2지망 전형은 1지망 전형 지원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기관에 한하여 진행
• 2021년 11월 30일(월) 오후 6시(KST/한국시간 기준)까지 KF 신청 포털을 통해 온라인

 구비서류
① 온라인 신청서
② 지원동기서 및 활동(연구)계획서
※ 지원 기관별 지원동기서 및 활동(연구)계획서를 각각 작성한 후 별도 파일로 제출
※ 싱크탱크 지원자는 연구계획서, 박물관 및 도서관 지원자는 활동계획서 제출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추천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 접수는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함
• 최종결과에 한해 종합 발표 (1, 2지망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최종 발표 예정)
• 최종 합격자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추후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③ 기타 구비서류
• 최종학력 재학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2021년 2월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어학성적 증명서
- TOEIC, TOEFL, TEPS 및 IELTS
- 신청 마감일 기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성적까지 인정

 문의처
• 모집 관련: globalintern@kf.or.kr
• 온라인 신청시스템 관련: helpdesk@kf.or.kr
※ 공모기간 중 문의는 공모 홈페이지 (www.kfglobal-kworks.com) 내 1: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HINK TANK
INTERNSHIP
싱크탱크 인턴십

KF는 한국 청년들이 세계적인 싱크탱크에서 인턴/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환경에서 연구 및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계 유수 정책연구소의 한반도 안보 등 관련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
• 선임연구원들의 지도하에 연구 방법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연구소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술행사에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학습

 파견기관
•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ICIS) Diplomatic Academy of Russian Foreign Ministry
• 미국 랜드연구소 (RAND) RAND Corporation
• 미국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CCGA)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NBR)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 미국 애틀란틱카운슬 Atlantic Council
•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WWIC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미국 허드슨연구소 Hudson Institute
•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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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미국 랜드연구소

러시아 외무부에서 1934년 외교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러시아 외교아카데미는 전 세계 외교 전문 교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랜드연구소는 1948년 미국 공군 등 국방 분야의 정책 자문을 제공하

육 기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외교아카데미는 1994년 국제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국제문제 및

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50-60년대 미국 최고의 국방 전문 싱크탱크로 부상하였다. 랜드연구소는 1976년

국제관계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부터 연구원으로 근무해온 마이클 리치 소장이 이끌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러시아 외교아카데미는 100여 명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및 외국어 과정을

케네스 리버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특보 등을 배출한 바 있다.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500여 명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외교관 후보자들이 수학하고 있고 120명의 학

랜드연구소는 국방 분야 이외에도 보건, 사회, 경제 분야의 연구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연구는 아시아

생들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태평양, 유럽, 호주, 중동, 러시아와 유라시아 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아시아태평양정책연구

Diplomatic Academy of Russian Foreign Ministry (ICIS)

RAND Corporation

센터 내 코리아체어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설치되었으며 한미 관계 및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
하는 한국 정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에는 대학원 과정인 Pardee RAND Graduate
School의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이수도 할 수 있다.

 파견자 업무

 지원자격

•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보조 업무 등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보조 업무

• 영어 능통자
• 러시아어 구사자 우대

 연구주제
• 한러관계
• 러시아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파견기간
6개월

• 아시아 안보

 파견자 업무

 지원자격

• Pardee 랜드대학원에서 2학점 의무 수강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보조 업무 등

• 영어 능통자

• 국제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보조 업무

 파견기간
 연구주제

6개월

•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 교육, 환경, 보건,
과학기술 등 정책연구

후 기
러시아 외교아카데미는 1934년 설립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외교전문교육기관입
니다. 외교부 본관과 독립된 국제문제연구소(현대국제학연구소)에서의 인턴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본
인의 연구를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받습니다. 국제 및 국내 세미나 발표를 통해 연구능력을 향상시

후 기

킬 수 있으며,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 직원들, 멘토 모두 좋으신 분들
이라 항상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모스크바는 유럽과 비슷하면서도 독특한 문화를 가

랜드연구소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협업이 자주 이루어

진 곳으로써,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공연과 전시 등 문화적으로 볼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치안도 굉장

지기 때문에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가 개인 연구를

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불편함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각 분야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랜드연구소의 가

점이 있습니다.

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정 |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2019

이문영 | 미국 랜드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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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는 1992년 설립된 초당적 연구소로 버락 오바마 정부

1989년에 설립된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안보, 경제, 통상, 에너지

에서 駐 나토 대사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정책 국장을 역임한 이보 달더 회장이 이끌고 있다.

분야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 연구소다. NBR 본부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구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인의 대외 인식 조사, 도시, 경제, 에너지, 국제 이주, 국제안보 등 미국의 대

활동 전반은 NBR 워싱턴DC 사무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NBR 연구소는 리처드 엘링스 소장이 이

외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 연구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북미 지역으로 나뉘어

끌고 있으며, NBR 워싱턴DC 사무소 연구활동은 미국 초당적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부서에 있는 칼 프리도프, Marshall M. Bouton 펠로 연구원은 아시아, 여론

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이 켐프하우젠이 총괄하고 있다.

조사, 미국 대외정책 등의 주제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부서는 매년 미국인의 미국 대외정

NBR의 연구활동은 분야별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연구는 한미 전

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중 주한미군 주둔 찬성도, 북핵문제 해결 방안, 한국

문가팀을 구성해 북핵문제, 한미일 협력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의회

대통령 호감도 등 한국 관련 부분도 함께 발표하고 있다.

보좌관 대상 한반도 이슈 정책브리핑시리즈를 개최해 정책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있다.

 파견자 업무
•
•
•
•
•

 파견자 업무
• CCGA 연례 여론조사 및 아시아 지역
정책 관련 연구 보조 업무
• 연례 여론조사 질의서 작성,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부서 근무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보조 업무 등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보조 업무
NBR 출판물 교열 등 보조 업무
여타 연구소 개최 세미나 참관 등

 연구주제

통계 소프트웨어 활용 통계 분석 보조 업무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안보
• 북한 및 핵 이슈
• 한미동맹, 미일관계, 미국-호주 관계 등

•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보조 업무

 연구주제
• 동아시아 안보, 정치, 사회 등

 지원자격

• 여론조사

• 관련 분야(아시아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안보학 등)
석사과정생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
• 영어 능통자
• 정치학, 안보학 전공자 우대

 지원자격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영어 능통자

 파견기간

 파견기간
6개월

6개월

후 기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미국 워싱턴DC 소재의 다른 연구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
의 싱크탱크입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지만, 오히려 6개월이라는 짧

후 기

은 기간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단, 아시아정책연구소 내 많은 부서 가

시카고 국제문제연구소는 시카고 다운타운의 한복판에 위치하여 시카고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운데 Political and Security Affairs (PSA) 팀은 미국의 對 아시아 정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도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지역으로도 유명한데요, 각종 페스티벌에 참

중국과 대만 정책을 위주로 다루고 있지만, 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 기관 자체적으로 한반

여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업무는 외교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분석 보고서를

도 관련 세미나를 자주 주최합니다. 박사과정 진학을 희망하거나, 정책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학생에게

쓰는 것이 주된 일입니다. KF 파견자는 한국 및 동아시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돕고, 기사를 쓰게 됩니

중요한 것은 출판 기회인데, 관심 있는 분야의 저명한 학자 혹은 정치인과의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고,

다. 영문 보고서 작성 능력, 데이터 분석 및 수집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사무소 분위기가 서로의 개인 공

그 결과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개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수

간을 존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국제

퍼바이저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무 기간 끝 무렵에 기관 자체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

문제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행사가 있다면 참석해 시각을 넓히고 국

렴할 수 있습니다. 이후 NBR에서 매 분기 출판하는 Asia Policy라는 저명한 저널에 투고를 해볼 수도

제적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정책연구소는 작지만 강한 연구소입니다. 워싱턴DC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다

김리나 | 미국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2019

른 연구기관들이 주최하는 세미나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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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란틱카운슬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애틀란틱카운슬은 1961년 딘 애치슨 前 국무장관 주도로 NATO 회원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우드로윌슨센터는 1968년 미 의회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싱크탱크로, 민주당 9

초당파적 연구소이다. 현재 애틀란틱카운슬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30년 이상 기자로 활동한 프레드

선 하원의원 출신인 제인 하만 소장이 이끌고 있다. 우드로윌슨센터 내에는 아시아, 유럽, 중동 등 5개 지

캠프 소장이 이끌고 있다. 본 연구소는 에너지, 안보 전략, 디지털 정보 등 14개의 센터로 나누어져 있으

역 연구부서와 역사 및 공공정책, 국제냉전사 등 기능별 연구부서가 있으며, 키신저 중국연구소, 키넌연

며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소(러시아), 현대차-KF한국연구센터 등 5개의 국가별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2014년 한국국제교류

Atlantic Council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WICS)

애틀란틱카운슬 이사회에는 스티븐 해들리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 브랜트 스코크로프트 前 백악관 안보

재단과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우드로윌슨센터 내 현대차-KF한국연구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18년부

보좌관 등 전직 고위급 정부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애틀란틱카운슬은 2016년부터 아시아 환태평

터 前 AP통신 평양 및 서울 지국장을 역임한 진 리 소장이 한반도 관련 연구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현대

양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관

차-KF한국연구센터는 한국 현안 이슈뿐만 아니라 한반도 관련 미, 중, 러 등 주요국 비밀해제 문서를 분

련 외교·안보, 국방, 경제, 에너지 및 기술 분야의 연구활동을 추진 중이다. 애틀란틱카운슬 내 한국 연구

석해 한반도 현대사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한국 관련 외교문서를 한국 현대사 포털

활동은 오미연 박사가 총괄하고 있는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윌버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로스 상무장관,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애틀란틱카운
슬은 세계 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인사에게 ‘세계시민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2017
년 문재인 대통령이 수상한 바 있다.

 파견자 업무

 지원자격

• Korea Center/Asia Program 근무

• 관련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

•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보조 업무 등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파견자 업무

•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보조 업무

• Asia Security Initiative 부서 근무

• 여타 연구소 개최 세미나 참관 등

• 영어능통자

 연구주제

 파견기간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

•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보조 업무 등
•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 행사 보조 업무
• 여타 연구소 개최 세미나 참관 등

• 한국, 북한 관련 이슈

6개월

 연구주제
• 아시아 지역
• 디지털 연결성, 인프라 투자, 테크놀로지, 세계 공급망
•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역전략
• 전통 안보 등

 지원자격
• 관련 분야(아시아 지역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생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
• 중국어 독해 가능자 우대
• 영어능통자

 파견기간
6개월

후 기
KF 인턴십으로 미국에 파견되면 미국을 넘어 세계 정치의 중심에 자리한 워싱턴 DC의 윌슨센터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와 개인 연구를 통해 학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네트워킹 서클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처럼 인턴 생활 중 전문가의 지도 하에 개인 연구도 자유롭게 함으로써
대학원 진학 준비의 기회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머무는 동안 도시
곳곳의 다양한 기록원과 도서관을 방문하여 여러분에게 부여된 파견 기회를 최대한 누리시기를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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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국 허드슨연구소

1962년 설립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 초당파적 싱크탱크이다. 빌 클린

워싱턴 DC에 위치한 허드슨연구소는 1961년에 미래학자 허먼 칸에 의해 설립되었다. 허드슨 연구소는

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과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박사가 CSIS를 이끌고 있다. CSIS는 커트 캠벨 국무

경제, 안보, 환경, 인권, 국제관계, 과학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 싱크탱크로 전통적인 연구

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 미국 정부 외교·안보 관련 주요 인사를 배출한 바 있으며, CSIS 이사회에도 헨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지향한다. 특히, 하나의 분야가 아닌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학문 분

리 키신저 前 국무장관 등 전직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CSIS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싱크탱크

야에 걸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현재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발표한 연례 싱크탱크 순위에서 안보 분야에서 전 세계 싱크탱크 중 1위로 선정

연구소 내에는 정치, 국방, 미국 해군, 중국전략, 식량 정책, 인터넷 경제 등 다양한 연구부서가 있으며

된 바 있다.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정책 브리핑 등을 통하여 전문 정책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관련 연

2009년 5월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미국 싱크탱크 중 최초로 한국 전담 연구직인 코리아체어

구는 현 아시아태평양 안보체어이자 전 신미국 안보센터 선임 국장인 패트릭 크로닌 박사를 중심으로 진

가 설치됐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가 코리

행되고 있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Hudson Institute

아체어로 활동하고 있다. CSIS에는 한국석좌 이외에도 재팬체어, 프리만 차이나체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재팬체어는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가, 차이나체어는 컨퍼런
스 보드 중국 경제비즈니스 센터장(Engagement Director)을 지낸 주드 블란챗이 맡고 있다.

 파견자 업무

 파견자 업무

 지원자격

•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보조 업무 등

• 관련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

• Asia-Pacific Security Chair 부서 근무

• 영어 능통자

• 연구 프로젝트 참여

•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행사 보조 업무

• 연구 보조 업무 (보고서 작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 여타연구소 개최 세미나 참관 등

 파견기간
 연구주제

• 연구소 행사 업무 및 행정 업무 보조

6개월

• 한미동맹, 북한, 북핵문제

 연구주제

•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경제, 통상 등

•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련 이슈

 지원자격
• 관련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국방, 국제관계학 등)

후 기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
CSIS는 안보전략 부문에서 기관의 인적자원이나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놓고 볼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

• 영어능통자

다. 특히 CSIS는 마이클 그린, 빅터차, 수미테리 등 한반도 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나 동아시아 안보에 관심 있는 학도들에게 1순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론 파견 기회를
얼마나 유익하게 활용할 것인지는 기관이 아닌 본인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파견기간
6개월

조평세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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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150년 동안 지속된 스웨덴의 평화를 기념하여 설립, 국제 평화 유지, 갈등관
리, 군비축소 등 국제안보 분야 전문 정책연구소이다. 현재 평화 유지, 중동 전문가인 댄 스미스 소장이 연
구소를 이끌고 있다.
SIPRI는 군비축소 분야에서는 무기 이전, 핵군축, 군비통제, 핵무기 비확산, 전략물자 수출 통제, 사이버안
보, 국제분쟁 분야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등으로 지역별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협력 분야에
서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등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IPRI는 1968년부터 매년 「SIPRI 연감:
군비확장, 군축 및 국제안보」를 통해 세계 각국의 국제분쟁, 국방비 현황, 군비통제 및 군축, 군사동향 관
련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파견자 업무

 지원자격

•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보조 업무 등

• 관련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

• 국제컨퍼런스, 세미나 등 각종 행사 보조 업무

• 영어 능통자

 연구주제

 파견기간

• 분쟁 관리

9개월

• 군비축소
• 재래무기 거래
• 분쟁방지와 지역안보
• 국제보건과 안보, 개발협력

후 기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약 반세기에 걸쳐서 매년 세계 군비 연감을 출판해온 저명한 연구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군축과 핵 비확산이라는 전통적인 안보의제에 더해 기후안보, 이행기 정의,
젠더, 인간안보, 발전 등 다양한 안보와 평화의제들에서 독창적인 연구성과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중동과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 국가 안보 중심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연구
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핵 군축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안보연구와 평화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면 파견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준서 |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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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트레이니십
KF EUROPEAN PARLIAMENT TRAINEESHIP
KF 유럽의회 트레이니십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하여 유럽의회에서 국제적 감
각과 실무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유럽의회 사무국 제반 업무 운영
• 프로젝트 자료 조사, 통계조사 등 유럽의회 보조 업무
• 유럽의회 개최 행사 및 워크숍 등 보조 업무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인턴십
KF SALZBURG GLOBAL SEMINAR INTERNSHIP
KF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인턴십은 다양한 지구촌 이슈에 대한 활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된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SGS)’에서 3개월간의 인턴십을 통해 프
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보조
• 조사분석: 주제 및 기관 조사, 프로그램 브리핑 요약 및 분석, 자료 정리
• 현장보조: 행사장 운영 및 기획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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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 I NGO INTERNSHIP

유럽의회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유럽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의회로 유럽연합 27개국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다. 다비드 마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는 1947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세대와 문화, 분야를 초월하여 다양한 재능

사솔리 의장이 이끄는 유럽의회는 유럽 연합 예산 심의 및 유럽연합과 관련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을 가진 리더들을 연계하고 차세대를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술과 문화, 혁신과 지속 가능성, 미디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 대해 공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2001년에 발효된 ‘한국-유럽연합 기본협력 협

및 시민권, 정의 및 안보 등 다양한 주제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Leopoldskron 성에서 세

정’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은 협정 이행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과 유럽연합의 관계

미나를 진행한다. 170개국 이상 출신의 3만 7천 명의 펠로우가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 참여했으며,

가 정치, 경제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발전되고 있다.

前 미국 국무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노벨상 수상자이자 7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코피 아난 등이 잘츠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KF 유럽의회 트레이니십은 유럽연합 시민을 대표하는 유럽의회에서의 현

부르크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한 바 있다. 2012년부터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서는 잘츠부르크 커틀

장 실무 경험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러 법률 펠로우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미국의 10대 법대와 협력 하에 로스쿨 학생 대상 국제법 프로그램

European Parliament

Salzburg Global Seminar

을 운영하고 있다.

 파견자 업무

 파견자 업무

• 프로젝트 자료 조사, 통계조사 등 유럽의회 보조 업무

• 프로그램의 운영 보조 업무

• 유럽의회 개최 행사 및 워크숍 등 보조 업무

•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연구 주제 및 기관 조사, 프로그램 브리핑 요약 등 조사분석 보조 업무
• 행사장 운영 및 기획 보조 업무

 지원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지원자격

•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통자
• 유럽지역학, 정치외교, 국제관계, 행정학 등 유럽의회 관련 전공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영어 능통자

 파견기간

 파견기간

3개월

3개월

후 기
아름다운 풍경과 모차르트의 도시인 잘츠부르크에서 진행되는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프로그램은

후 기

누구에게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서는 유명 영화 ‘사운

28개국의 유럽 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며 바삐 움직이는 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었던 Schloss 호텔에서 지내게 될 뿐만 아니라 매 분기 경제, 법, 보건, LGBTQ,

전 세계 다른 곳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지식을 얻고 왔습니다.

예술 등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가하며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하
고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스태프로부터 행사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

윤정서 | 벨기에 유럽의회 트레이니십 2017

다. 또한 소규모 도시인 만큼 직접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고, 주변 도시, 나라
등을 돌아다니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민아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2019

KF MUSEUM
INTERNSHIP

KF는 미술사 및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해외 유수 박물관에서 국제적 감
각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차세대 문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박물관 인턴십

• 세계 유수 박물관 학예부, 교육부서, 보존실, 아카이빙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
•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
•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 및 한국미술 소장품 관련 연구방법 학습

 파견기관
•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LACMA)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ME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미국 보스턴미술관 (MFA) Museum of Fine Art, Boston
•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박물관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 미국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새클러갤러리
Smithsonian Institution,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 미국 시카고미술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미국 오레곤대 조던슈니처미술관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V&A) Victoria and Albert Museum
• 영국 영국박물관 British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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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MUSEUM INTERNSHIP

KF MUSEUM INTERNSHIP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미국 메트로폴리미술관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은 레즈닉 파빌리온, 브로드 동시대미술관 등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스

1870년에 개관한 뉴욕의 명소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100만여 점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연간 관람

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은 미국 서부지역 최대 규모의 주립 미술관이며,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에

객이 700만 명에 달하며, 아시아 예술 등 17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르는 다양한 지역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140,000점의 작품을 여러 관에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로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은 19세기 후반부터 아시아 미술품을 수집해 왔다. 벤자민 알트만 등 초기 후원자들

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의 한국관은 1999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처음 개관한 후 2009년 확

의 상당수가 20세기 전반에 아시아 작품들을 콜렉션에 기증했고, 1915년에 극동예술부가 설립되었다. 현

대 재개관하였으며, 해외 소재 한국미술 상설 전시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한국관은 총 1,300

재 박물관은 아시아 예술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원전 3천 년부터 21세기를 아우르는 3만 5천 개 이

여 점의 한국 유물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한국 미술품 최대 소장처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한국관은 삼국

상의 아시아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1998년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한국실을 개관했으며, 약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그림, 도자기, 조각품, 불교 예술품과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

400점의 한국 미술품을 전시 중이다.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MET)

다. 한국미술부서는 버지니아 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가 전시를 담당하고 있다.

 파견자 업무
• 전시 큐레이팅 보조 업무

 파견자 업무

• 수집품 카탈로깅 및 연구 보조 업무

• Korean Art Department 근무

• 순회전시 준비 및 설치 보조 업무

• 작품 연구 및 카탈로깅 보조

• 프로그램 기획 보조 업무

• 아티스트 면담 및 큐레이터 업무 보조

 지원자격

 지원자격

• 한국 미술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

• 한국 미술사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영어 능통자

• 연구 및 박물관 경험자 우대
• 영어 능통자

 파견기간

 파견기간

6개월

6개월

후 기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에서의 인턴십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미술관 업무의
제반 분야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이곳에서의 값진 경험과 배움이
향후 제가 미술계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영인 |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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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MUSEUM INTERNSHIP

미국 보스턴미술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보스턴미술관은 독립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1876년에 개관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은 시카고의 기업인이자 체육행정가인 에브리 브런디지의 소장품 기증에서

시카고미술관과 함께 3대 미술관으로 손꼽히며, 연 평균 1백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시작했다. 현재 아시아미술관은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유물 및 예술작품 18,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술관이다. 아시아 미술뿐만 아니라 이집트 미술, 그리스 로마 미술, 중근세 유럽회화 및 판화, 근대 및

1995년에는 실리콘 밸리의 재미사업가인 이종문 회장이 박물관 이전을 위한 기금으로 1,500만 달러를

The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Museum of Fine Art, Boston (MFA)

현대 미국 미술, 아프리카 미술 등 다양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미술 소장의 역사와 전통

기증하여 ‘샌프란시스코 아시안 아트 뮤지엄–아시안 아트와 문화를 위한 이종문 센터’가 설치되었다. 한

이 미국 내에서 가장 깊으며, 상당한 규모의 한국 미술을 비롯한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미술 소장품 보유

국관은 2003년 박물관 이전 시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으로 확장 후 재개관하였으며, 현재 김현정

하고 있다.

한국 담당 큐레이터가 활동 중이다. 한국관은 고려청자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토기, 조선시대 나전

미술관 내 한국실은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로부터 30년 후인

칠기 등 약 700여 점의 유물을 전시 중이다.

2012년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한미수교 130주년을 맞아 전면 개보수 후 재개관하였다. 한국
실에는 고려 은제 주전자, 고려 비색청자 및 조선 불화와 같은 국보급 유물들이 상설 전시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는 드물게 청동기 시대 유물부터 강익중·이수경 작가의 현대미술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소장하
고 있다.

 파견자 업무
• 특별전시 개최 준비 보조 업무
• 박물관 소장 한국 예술품 관련 연구 보조

 파견자 업무
• Art of Asia 부서 근무

 지원자격

• 한국 미술 연구 업무 (해석 및 발표)

• 한국 미술사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

• 관련 프로그램 업무 보조

• 영어 능통자

• 미술관 및 부서 미팅 참가

 파견기간

 지원자격

6개월

• 한국 미술사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한국 미술사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영어 능통자

후 기
 파견기간

참가자의 역량에 따라 미술관의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여 실무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사는 참

6개월

가자의 목표를 파악하고 성과를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이 현대미술로의 확
장에 관심이 많고, 근방의 SFMOMA와 Legion of Honor 등에서 다양한 전시가 이뤄지는 만큼 전시

후 기

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교육기관인 버클리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강의를 들

보스턴미술관은 미국 내 가장 큰 종합미술관 중 하나로, 이곳에서 KF 인턴은 가장 기초적인 학예 업무

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편리한 교통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티 라이프를

부터 배울 수 있으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인 연구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와 학문의

즐기고,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천혜의 자연과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기회로 주어지는

중심지에 자리한 만큼 인턴 생활을 하며 도시 곳곳에서 흥미로운 역사 유적을 마주할 수 있으며, 인근

즐거움입니다.

에 위치한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등 세계적인 고등교육 기관과의 활발한 학술 교류
또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야구, 농구, 미식축구 등 미국 3대 스포츠의 지역 연고팀이 모두 뛰어난 성
적을 자랑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더욱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세현 | 미국 보스턴미술관 2020

강보라 |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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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새클러갤러리

미국 시카고미술관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의 프리어새클러갤러리는 아시아 미술 전문 박물관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시카고미술관은 1879년 미술대학교와 함께 설립되어 현재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랜트 공원 내에 있

아시아 전역의 고대 및 현대 미술품 약 40,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내 도서관은 다량의

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보스턴의 보스턴미술관과 함께 미국의 3대 미술관의 하나로 손꼽히는 시

아시아 미술, 역사, 문학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카고미술관은 회화뿐 아니라 사진, 판화, 조각,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찰스 랭 프리어와 아서 M. 새클러의 아시아미술 소장품을 바탕으로 각각 1923년과 1987년에 개관한 두

특히, 시카고미술관은 고대의 미라에서부터 현대미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약 30만 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갤러리는 지하 전시공간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공동 운영조직이 관리하고 있다. 한국실은 프리어갤러리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의 개관 이래부터 선보여왔으며 현재 박물관에서는 도자기를 비롯해 고려불화와 병풍 등 약 780여 점의

미술관 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 지역을 아우르는 방대한 컬렉션 중 아시아 미술 컬렉션은 한

한국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미술품을 포함한다. 한국 갤러리는 1층

Smithsonian Institution,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에 자리했으며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갤러리 기반 프로젝트 이외에도
시카고미술관은 컬렉션 관련 연구 및 출판 사업을 운영하며 세계 어디서든 접근성이 뛰어난 미술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파견자 업무
• Curitorial 부서 근무

 파견자 업무

• 한국 관련 특별 전시 준비 보조 (전시 계획, 작품 해석 등)

• Asian Art Department 근무

• 한국실 재설치 기획 지원

• 한국 미술품 연구

• 한국 컬렉션 연구 보조

• 한국실 재설치 기획 지원
• 한국 미술 특별전 기획 보조

 지원자격
• 한국 미술 혹은 고고학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지원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한국 미술사 혹은 박물관 관련 분야 석사과정생 이상

• 영어 능통자

•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현대미술 전공 우대
• 연구 및 박물관 경험자 우대

 파견기간

• 영어 능통자

6개월

 파견기간

후 기

6개월

프리어새클러갤러리는 한국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미술을 접하고 이 분야의 연구자와 박물관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 자리

후 기

하고 있어 박물관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다채롭고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3대 컬렉션 규모의 미술관으로서 현재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앞으로의 한국미술에

황선우 | 미국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새클러갤러리 2018

기대가 큰 곳입니다. 또한 대학과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등 기회가 많은 곳입니다. 인턴
십에 참여하며 스스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경민 | 미국 시카고미술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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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레곤대 조던슈니처미술관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미 서부의 대표적인 오레곤대학교 조던슈니처미술관은 1933년 설립되었다. 미국 박물관 연합이 인가한
오리건 주 유일의 학술 미술관인 조던슈니처미술관은 전시뿐 아니라 상당 규모의 역사 및 현대 미술 소장
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고고학 자료부터 한국 현대미술에 이르는 400여 점의 한국미술 컬렉션을 비롯하여 9천여 점의 아시아미
술 컬렉션을 소장 중이다. 거트루드 배스 워너가 1900년대에 수집한 한국 등 아시아 미술작품을 박물관
에 기증하여 만들어진 머레이 워너 컬렉션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후 한국 미술 애호가들이 한국 미술
작품들을 기증하여, 현재는 별도 한국관이 구성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한국실은 2005년 한국국제
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상설 개관했으며, 201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원으로 보존처리한 <십장생도>를
비롯, 약 40여 점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KF MUSEUM INTERNSHIP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미국의 7대 미술관 중 하나인 필라델피아미술관은 1876년 필라델피아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설립되었으
며 페어마운트 공원 내 공예전시관에서 처음 개관하였다. 더 큰 공간 확보를 위해 현재의 위치에 1920년
부터 새로운 건축을 시작, 1928년 완공 이래 100여 년 가까이 많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회화, 조각, 건축, 사진, 판화,
드로잉, 공예 등 총 25만 여 점에 달하는 방대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1903년 미술관 최초의 한국 미술품인 조선시대 분청 접시가 입수된 이래 현재에는 500여 점에 달하는
한국미술품이 소장되어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10년에 ‘순수한 아름다움: 한국 백자와 구
본창의 사진전’을 기획하여 다양한 조선 시대의 순백자와 그에 영감을 받은 현대 도예작품을 구본창의 사
진 작품과 함께 전시하였다. 2014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조선미술대전’을 기획하여 조선의
왕실 문화, 사회, 유교와 불교 등 조선 시대를 집중 조명하는 유물 150여 점을 전시하였다. 이 전시는 휴
스턴미술관과 로스엔젤레스카운티 미술관을 순회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미술관 최초로 한국계 미국
여성작가의 개인전, ‘진 신: 콜렉션’을 선보이며 현대미술로의 경계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파견자 업무
•	한국 전시, 설치, 출판, 프로그램, 교육 프로젝트 등 관련 보조 업무
• 한국미술 및 문화 관련 연구, 보존, 번역 등 관련 업무
• 한국 학자 및 기관들과의 교류 보조 업무

 지원자격

 파견자 업무

• 한국 전통예술, 역사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American Art and East Asian Art 부서 근무

• 영어 능통자

•	2023년 봄 전시 예정인 대규모 한국 현대미술 특별전 지원
• 한국미술 관련 연구, 번역, 회의 지원 업무 보조

 파견기간
6개월

 지원자격
• 현대미술 전공 석사과정생 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후 기
오레곤대 조던슈니처미술관은 오레곤대학 캠퍼스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활기와 생동감, 그리고 캠퍼스

• 영어 능통자

의 초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방문 연구원 신분으로 등록되어 학교 커뮤니티 이용이 가능
합니다.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학과 수업을 통해 오레곤대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경험해 볼 수도 있으

 파견기간

며, 그 외 교내 특강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곳에서 함께 일한 동료

6개월

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담당 큐레이터 선생님은 업무적으로는 든든한 멘토였으며, 인턴 개인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값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홍보경 | 미국 오레곤대학교 조던슈니처미술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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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MUSEUM INTERNSHIP

KF MUSEUM INTERNSHIP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영국 영국박물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 (V&A)

British Museum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은 장식 미술 및 디자인 전문 국립 박물관으로 5,000여 년에 걸쳐 제작된 세

영국 런던에 위치한 영국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소장품의 규모가 가장 큰 박

계 각국의 유물 및 예술 작품 23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1851년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

물관이자 세계 최초의 국립박물관이다. 내과 의사이자 박물학자였던 한스 슬론의 소장품을 기초로 1753

된 만국박람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1852년 설립되었으며, 1957년 런던 사우스 켄싱턴으로 자리를 옮겨

년에 설립되었고, 1759년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영국박물관은 이집트, 바빌론, 그리스, 로마, 미

재개관 후, 1909년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 각국의 미술사적 작품뿐 아니라 인류학적 유물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에서 한국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1888년으로, 당시 주한 영국 영사였던

한국실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2000년에 설치되었으며, 구석기 유물부터 신라 시대 금귀고리,

토마스 와터스가 19세기 유물을 기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92년 삼성전자 UK의 지원으로 런던에서

고려청자 매병 등 4,700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박물관에는 동아시아 회화 유물만을 위한

최초로 한국 미술 상설 전시실을 개관한 후, 꾸준히 한국 미술, 공예 및 디자인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한

히라야마 보존 스튜디오가 있다. 1994년에 설립된 이후, 중국, 일본, 한국의 유물들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

국실은 4세기 삼국시대 자기에서부터 동시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다양한 자기, 복식, 직물, 가구, 조각, 칠

아 유물들을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하여 보존 처리하고 있다.

기 등 1,000여 점이 넘는 한국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1990년 이후부터 한국실은 동시대를 아우를 수 있
는 한국 현대 공예 작품 및 그래픽 디자인, 디지털 아트 수집을 확대하고 있다.

 파견자 업무
• 소장품 보존 관련 보조 업무
• 작품 촬영,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

 파견자 업무
• 온라인 카탈로깅 시스템 및 데이터 업데이트 보조 업무
• 프로그램 기획 보조 업무 등

 지원자격
•	작품수복 보존과학, 재료공학, 한국 전통 예술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영어 능통자

 지원자격
• 한국 혹은 중국 예술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파견기간

• 영어 능통자

6개월

 파견기간

후 기

6개월

영국 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유서 깊은 국립 박물관으로, 큰 규모의 한국관과 시대별 다양한 한국 컬렉
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한국 유물들을 직접 살펴보고 연구할 수 있으며 세계 박물관의
중심지답게, 분야별로 연구 세미나가 자주 개최되어 넓은 네트워크 형성과 풍부한 견문을 쌓을 수 있는

후 기

기관입니다. 또한, 큐레이팅ㆍ보존 분야의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며 전공 지식을 쌓아갈 수도 있

좀 더 다양한 시선으로 한국 전통 작품과 현대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좋은 큐레

습니다. 영국은 약 2,500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박물

이터 선생님 아래에서 박물관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관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는 영국박물관에서의 KF 박물관

임은혜 | 영국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2019

인턴십을 추천드립니다.

김상아 | 영국 영국박물관 2019

KF LIBRARY
INTERNSHIP
도서관 인턴십

KF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해외 도서관에서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계 유수 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시스템 현황 체험
• 현지 한국학 사서의 지도하에 한국학 장서 개발 및 관리 보조
•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특정 프로젝트 참여

 파견기관
• 미국 UCLA 동아시아도서관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미국 UC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 C.V. Starr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미국 UC어바인 랭슨도서관 Langso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미국 남가주대 한국학도서관 Korean Heritage Librar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미국 미시간대 아시아도서관 Asia Library, University of Michigan
• 미국 시카고대 동아시아도서관 East Asia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 미국 워싱턴대 도서관 University Libraries, University of Washington
• 미국 컬럼비아대 동아시아도서관 C.V. Starr East Asian Library, Columbia University
•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Harvard Library, Harvard University
• 미국 하버드대 하버드-옌칭도서관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센터도서관
Center for Korean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미국 하와이대 해밀턴도서관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연구소도서관
Bibliothèque de l’Institut d’Études Coréennes, Collège de France

주니어 프로페셔널 프로그램 KF Junior Professional Program
• 미국 의회 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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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 LIBRARY INTERNSHIP

KF LIBRARY INTERNSHIP

미국 UCLA 동아시아도서관

미국 UC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

미국 서부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UCLA 동아시아도서관은 1883년

미국 서부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UC버클리 동아시아도서관은 1948년에 동

에 설립되었다. 1910년 UCLA 동아시아도서관은 최초의 사서로 임명된 엘리자베스 파고를 시작으로 현

아시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UCLA 동아시아도서관은 북미에서 가장 큰 학술 연

재 북미에서 가장 큰 학술 연구 도서관 중 하나로, 9백만 권 이상의 도서와 7만 권의 연재물 등이 소장되

구 도서관 중 하나로 논문, 잡지, 전자책, 시청각물을 포함하여 70만 개가 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그

어 있다.

중 한국어 자료는 역사, 문학, 기독교, 불교, 민속학을 중점으로 약 6만여 개의 자료가 있다.

UCLA 동아시아도서관은 1996년도 북미지역 한국학도서관 특화 컨소시엄의 회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 5

현재 도서관 내 한국 콜렉션은 한국 관련 연구와 더불어 한국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개의 한국학 특화 분야(한국 불교, 기독교, 민속, 고고학, 도서관학)의 개발 책임을 맡고 있다. 한국국제교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통일의 기록, 안형주 한국자료집, 한국 영화 모음집 등 한국과 관련된 특별

류재단의 지원 아래 회원도서관에 있는 각 특화 분야의 자료들은 다른 지역의 모든 한국학 학자 및 학생

콜렉션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UCLA 동아시아도서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북미도서관특화컨

들에게 상호대차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KCCNA)의 회원이기도 하다.

 파견자 업무

 파견자 업무

• East Asian Library 근무

• 한국 장서 개발 및 관리 보조 업무 등

• 도서관 및 한국학 관련 온·오프라인 활동 참여 (컨퍼런스, 학회 등)

• 기타 연구 업무 보조

 지원자격

지원자격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문헌정보관련학과 박사과정생 이상

• 문헌정보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문헌정보관련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우대

• MS 오피스 활용 가능자

• 영어 능통자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V. Starr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영어 능통자

파견기간
 파견기간
10개월

•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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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C어바인 랭슨도서관

미국 남가주대 한국학도서관

Langso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orean Heritage Library (KHL),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65년 설립된 UC어바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에 있는 공립 종합대학교이다. UC어

남가주대학교는 1880년에 설립되어 태평양 시대의 문화, 학술, 산업, 무역을 주도하는 국제적 중심지인

바인 도서관은 랭슨도서관, 과학도서관, 그루니겐 의학도서관, 게이트웨이 스터디센터와 로스쿨 내 법학

미국 제2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교이다. 미국 서부 한국학 프로그램의 선두 역할

도서관으로 나눠져있다.

도 하는 USC는 1942년 첫 한국어 강의를 개설했으며 1977년 첫 한국학 전임 교수를 채용했다. 현재 언

UC어바인 도서관의 동아시아 콜렉션은 1990년 랭슨도서관에 설립되어 동아시아 문학, 역사, 중국 고전

어, 문학, 역사, 문화, 정치, 국제 관계 등을 전공하는 다수의 한국학 교수가 있다.

등 관련 150,000권 이상의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 내에는 코리아 코너가

한국학도서관은 1986년에 설립되어 100,000여 권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한국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

설치되어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 문학, 예술, 사회 등 관련 장서와 영화 DVD, K-pop 음악 자료 등 관련

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문 사회 주제의 도서, 잡지, 지도, 시청각 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구성된 전통적 장서 외에 한국학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명 아카이브로는 한국해고지도 컬렉션, 미주
한인사회 역사 및 독립운동의 기록물, 평화봉사단 아카이브, 선교사컬렉션 등이 있다.

 파견자 업무

 파견자 업무

• Collection Strategies Department 근무

• 장서개발, 목록/메타데이터, 아카이브 등 보조 업무

• 한국학 장서 개발 및 관리 보조 업무

•	한국학 사서 업무 보조 (레퍼런스, 컬렉션 개발 등)

• 한국학 교수진 및 학생 대상 서비스 보조
• 한국학 저널 카탈로깅 보조 업무

 지원자격

• 부서 미팅 및 관련 컨퍼런스 참여

•	정2급 사서 자격증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지원자격

• 문헌정보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국내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전공무관)로 현재 문헌정보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	도서관 근무 경험자 우대

• 영어 능통자

•	영어능통자
•	한글, 한자 독해 가능자

파견기간
파견기간

• 10개월

• 10개월

후 기
UC어바인대학교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도시인 어바인에 위치하여 일 년 내내 화창한 날씨
를 즐길 수 있고, 소위 미국 하면 떠올리는 풍경을 온전히 담은 환경에서 지내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
점입니다. 랭슨도서관에서의 인턴 생활은 미국 대학도서관 내에서 업무를 다양한 방면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UC대학 간 시스템을 체험할 뿐 아니라 방문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뿐만 아
니라 미국 내 도서관 관련 컨퍼런스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남부캘리포니아 근방의 LA와 샌디
에고 등과 같은 대도시들과도 가까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인턴 생활 중 활력이 됐
습니다.

배숙임 | 미국 UC어바인 랭슨도서관 2019

후 기
아름다운 해변과 맑은 날씨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USC 캠퍼스에 들어서면 한
국학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건물인 도헤니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
름다운 이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인 미국 도서관의 업무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의와 행
사 및 학회 참석으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LA의 다양한 문화와 많은
관광명소들이 미국 인턴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은비 | 미국 남가주대 한국학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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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건대 아시아도서관

미국 시카고대 동아시아도서관

미시건대학교는 1817년 디트로이트에서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로 설립된 예비학교에서 시작해 현재 미시

시카고대학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연구 중심의 사립 종합대학교이며 특히 인문, 사회과학 분

건 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다. 연구 중심의 주립대학교로, 앤아버에 주 캠퍼스가 있다.

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미시건대 아시아도서관은 도서관의 주요 행사, 전시, 세미나가 열리는 미시건대 대표 도서관이자 캠퍼스

시카고대 캠퍼스는 하나의 도서관 시스템 아래 총 6개의 다른 장소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할런해처대학원 도서관에 위치하고 있다. 북미에서 동아시아 컬렉션의 규모가 가

시아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인 레겐스타인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다. 1936년 개관한 동아시아도서관은 현

장 큰 도서관 중 하나로 한국, 중국, 일본 컬렉션과 동아시아 관련 연구 자료를 다량 소장하고 있으며, 방

재 총 85만여 권 이상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중요한 북미 동아시아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시카고

대한 전자 자료를 제공한다.

대도서관의 한국학 컬렉션은 중국학, 일본학 컬렉션에 이어 1988년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나, 한국학

Asia Library, University of Michigan

East Asia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전문 사서와 연구자들의 노고로 30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파견자 업무
• 한국 장서 관리 보조 업무

 파견자 업무

• 한국어 자료 수서, 카탈로깅, 연구 등 보조 업무

• 도서관 프로젝트 보조 업무
• 한국어 자료 카탈로깅
• 전시, 리서치 등 한국학 관련 도서관 보조 업무

 지원자격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문헌정보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지원자격

•	영어능통자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영어 능통자

파견기간
파견기간

• 10개월

• 10개월

후 기

후 기

안전하고 생활이 편리한 앤아버, 높은 수준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고루 갖추어진 환경, 선진적

가장 미국적인 도시로 불리는 곳에서 국제적 역량과 전문성을 함께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시카고대학

논의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과 직원 선생님들의 배려 속에 인턴십 프로그

교 동아시아도서관을 추천합니다. 시카고대 인턴 생활은 슈퍼바이저의 꼼꼼한 지도 아래 프로젝트를

램의 좋은 점을 가득 누리며 문헌정보학 공부를 마음껏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역량과, 컨퍼런스와 견학 등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
다. 화려한 마천루를 이루는 시카고 다운타운과 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작지만 아름다운 동네 하이드파

최유진 | 미국 미시건대 아시아도서관 2019

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시카고대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염지수 | 미국 시카고대 동아시아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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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대 동아시아도서관

미국 컬럼비아대 동아시아도서관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은 1937년 소규모의 중국 문학 작품 구매를 위해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자

컬럼비아대학교는 뉴욕시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로, 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에 속하며 특

금을 지원받으며 개관하였다. 워싱턴대 도서관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 동아시아 관련 자료

히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컬럼비아대학 켄트홀에 위치한 동아

약 85만 4천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도서관 내 한국 장서는 14만 5천 권에 달해 한국학의 역

시아도서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도서관으로, 1902년 컬럼비아대학 내 중국학과가 설치되면서

사가 깊은 곳이다. 1994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북미지역 도서관 특화 컨소시엄’에 참여하

중국학 컬렉션을 갖추게 된 것을 기점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뿐 아니라

여 여성학을 포함한 젠더학, 한국시, 독도 및 경상남북도 지역자료, 관광 등의 주제를 특화 계발하고 있다.

티벳어, 만주어, 몽골어 장서를 백만 권 이상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대 동아시아도서관 공공서비스 수석 책임자이자 한국학 사서인 이효경 사서는 2019년 미국 워싱

동아시아도서관 내 한국학 컬렉션은 1931년 한국 유학생들의 1,000여 권에 달하는 한국 관련 도서 기증

턴대 ‘최고 사서’로 선정된 바 있다. 동 도서관은 2002년 2월 아쓰히코와 이나 굿윈 다테우치 재단으로부

으로 시작해 1953년 초부터 체계적인 장서개발이 시작되었다. 현재 한국 컬렉션은 82,000권이 넘는 단

터 600만 달러의 후원을 받으며 ‘다테우치 동아시아 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행본, 500권 이상의 정기 간행물, 1,400권 이상의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비도서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University Libraries(Tateuchi East Asia Library), University of Washington

C.V. Starr East Asian Library, Columbia University

화산문고본, 코넌트 컬렉션 등 다양한 고서와 희귀 자료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발행된 각종 도서과 잡지,
영상자료도 보유하고 있다.

 파견자 업무
• Korean Section 근무
• 한국학 및 한국 컬렉션 관련 업무 (디지털 인문학, 도서관 프로젝트 등)
• 업무 배정 시 파견자 경험 및 전공 고려

 파견자 업무
• 도서관 시스템 및 카탈로깅 업무

 지원자격

• 도서관 웹페이지 업데이트 (CUL 웹 소프트웨어 활용)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영어 능통자

 지원자격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파견기간

•	문헌정보관련학과 석사과정생 이상 우대

• 10개월

• 영어능통자

파견기간

후기

• 10개월
워싱턴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은 스타벅스, 아마존, MS의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에 있습니다. 캠퍼스는
벚꽃으로 유명하며, 여름 날씨는 미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UW 한국학 사서이신 이효경 선생님은 제가 만난 상사 중 최고였고, 사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

후 기

이 주셨습니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누리며 캐나다 벤쿠버와도 가까워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
문헌정보학의 근간이 되는 곳에서 학부에서 배운 이론을 몸소 익힐 수 있고, 세계의 중심 도시인 뉴욕

을 할 수 있습니다.

강태웅 | 미국 워싱턴대 동아시아도서관 2019

을 경험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 사람들을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예원 | 미국 컬럼비아대 동아시아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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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미국 하버드대 하버드-옌칭도서관

Harvard Library, Harvard University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은 73개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800만 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하버드-옌칭도서관은 구미 대학 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의 동아시아학 도서관으로, 1928년 ‘하버드-옌칭

1968년 설립된 하버드대 도서관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도서관이자

연구소 부설 중국-일본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다. 하버드대학교의 동아시아 교과 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도

가장 큰 사립도서관이다. 또한, 의회도서관, 보스톤 도서관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컬렉션을 소유

서관 컬렉션 역시 중국서와 일본서 위주에서 동아시아 전역의 자료로 확장되어 1965년 하버드-옌칭도서

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 도서관의 정보 기술 서비스 부서는 모든 유형의 방대한 자료를 각 분야 연구자들

관으로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메타의 포현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

하버드-옌칭도서관은 약 15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하

고 있다.

여 티베트어, 몽골어, 만주어 등 동아시아 전역의 언어자료도 소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학 연구에 필요한
인문학·사회과학 주제의 핵심 자료들을 소장 및 수집하고 있다. 도서관 내 한국 컬렉션은 20만 권이 넘
는 한국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도서, 필름, 포스터, 아카이브 자료 등으로 다양하다. 족보·문
집 컬렉션을 비롯한 약 4,000여 종의 한국 고서, 6,000여 점의 북한 관련 자료 등도 보유하고 있다.

 파견자 업무
• OCLC와 Alma를 기반으로 한 도서 및 비도서 메타 생성 및 관리
• DVD와 영화 포스터 목록화, 서지 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파견자 업무

• 목록 기준 개선 사항의 실천 및 혁신적인 제안 지원과 시행 절차의 문서화

• 한국어 고서 컬렉션의 서지사항 검토
• 희귀 자료 목록 검토
• 기타 장서 관련 업무

 지원자격
• 정2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지원자격

•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영어능통자

• 영어 능통자
• 한자 독해 가능자

파견기간
파견기간

• 10개월

• 10개월

후 기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하버드대 도서관은 슈퍼바이저가 미국인이다 보니 자연스레 영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슈퍼바이저가 매우 바쁜 와중에도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저에게 관심을 갖고 업무를

후 기
하버드-옌칭도서관은 구미 대학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의 동아시아학 도서관으로, 150만 권의 장서

지도해주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어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

중 한국 자료는 20만 권에 달합니다. 하버드-옌칭 도서관 인턴십은 하버드대의 강력한 연구지원환경

라 교육 문화의 도시 보스턴은 근처에 MIT, 버클리 음대 등이 있어 많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고 다양

과 학술 네트워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옌칭을 방문하는 전 세계의 한국학자들과 소

한 공연을 즐기고, 프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 경험이 많지 않더라도 성실함

통하다 보면, 사서 개인의 식견 확장과 직업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서관 근처에 대학과

과 열정, 긍정에너지로 열심히 한 해를 보내신다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풍부한

박물관, 미술관이 밀집되어 있어 다채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하다는 점도 옌칭 인턴십의 장점입니다.

경험을 통해 멋진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유 | 미국 하버드대 하버드-옌칭도서관 2019
김명화 |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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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센터도서관

미국 하와이대 해밀턴도서관

Center for Korean Studies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amilton Librar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위치한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의 한국학센터는 1972년에 설립되어 해외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 해밀턴도서관은 1908년에 설립되어 하와이, 태평양, 아시아 및 동아시아, 경

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학’ 연구소 알려져 있으며, 경복궁의 근정전과 향원정 모습을 한 전통 양식의 건물

제, 인문, 사회과학, 과학 및 기술 컬렉션 등 3백만 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학센터는 역사, 언어,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 걸쳐 다양한 한국 관련 교육, 학술, 저

해밀턴도서관의 아시아컬렉션은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동남아시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학 컬

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태평양 가운데에 위치한 하와이의 지리적 강점

렉션은 1943년 설치되어 예술, 인문학, 경영학, 사회과학, 역사, 언어, 문학, 영화, 북한 등 분야 도서를

에 기초하여 미국 내의 한국학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67,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사미 마이크로필름 컬렉션, 규장각 마이크로필름 컬렉션, 마샬 필

한국학센터 2층에 있는 도서관의 컬렉션은 서두수 교수, 스미스소니언 인류학자 유진 네즈, 미술 사학자

컬렉션 등과 삼강오륜도, 동의보감 등 고서적도 보유하고 있다.

에블린 매큔, 로버트 키니, 김천흥 및 하와이대 한국학 원로 교수와 교민들의 기부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아카이브 자료로는 하와이 동지회 컬렉션, 한인 이민 관련 컬렉션, 하와이 사진 신부 컬렉션, 매큔-베커
컬렉션, 할라 훔 댄스 컬렉션 등이 있다.

 파견자 업무

 지원자격

• Asia Department Korean Studies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Collection 근무

 파견자 업무

• 영어 능통자

• 레퍼런스 문의 관리

•	도서관 업무 및 관리
•	아카이브 컬렉션 관리
•	카탈로깅 및 Finding aid 작성

• 연구 가이드 관리

파견기간

• 전시 기획 보조 업무

• 10개월

• 특별 컬렉션 개발 연구

 지원자격
• 정2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후 기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문헌정보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하와이는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화창한 날씨와 청정한 바닷속에서 상쾌

• 영어 능통자

한 나날을 보낼 수 있고 인턴십 기간 내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
와이 대학은 이러한 하와이 오하우 지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밀턴 도서관은 하와이 대학

파견기간

내 법학도서관을 제외한 유일한 도서관으로 다양한 부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큰 규모를 지닌

• 10개월

한국학 컬렉션은 하와이/태평양 부서와 함께 도서관을 대표하는 아시아 부서에 속해 있어 아시아 내
다양한 국가를 대변하는 주제 전문 사서들과 상시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턴 파견 직후 수퍼바이저 선생님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후 기

싶은지 도서관의 어떤 서비스 혹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하와이대학교의 한국학센터도서관은 하와이의 한국학과 한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다양한 컬렉션들을

가진 프로그래밍 지식을 사용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지 구체화 할 수 있었고 online exhibition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업무에도 관심이 있다면 더욱 흥미롭게 인턴 활동을

기획, reference 업무, instruction video 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시키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경을 읽고 적극적으로 업

인턴도 참여하는 부서 회의와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트레이닝 및 컨퍼런스, 매해 주최

무를 수행해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

되는 HLA(Hawaii Library Association)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와

엇보다 지상 천국이라 불리는 하와이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끽하며 본토와는 또 다른 색다른 문화

이 해밀턴도서관에서의 인턴십은 도서관의 현장 경험을 늘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실무에서 발휘할

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비교 불가능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박도영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센터도서관 2020
|

지현 | 미국 하와이대 해밀턴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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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프로페셔널 프로그램

KF JUNIOR PROFESSIONAL PROGRAM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연구소도서관

미국 의회 도서관

Bibliothèque de l’Institut d’Études Coréennes, Collège de France

Library of Congress

콜레주드프랑스는 1530년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가 설립한 고등교육기관이다. 한국학연구소 및 도서

미국 의회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1800년 미국 정부가 수도를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

관은 소르본대학교 일본학 교수이며 한국학 학자로 첫 한국인 교수를 프랑스에 초빙하여 프랑스 한국학

로 이전하면서 미 의회 의원들을 위한 입법 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이후, 미국 의회도서관은 법, 경제, 역

교육의 장을 연 샤를르 아그노에르 교수가 1959년도에 설립했으며, 1973년에 콜레주드프랑스 소속기관

사 자료에 중점을 두는 입법도서관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도서관 내 한국

이 되었다. 한국학연구소도서관은 콜레주드프랑스의 문명연구소 아시아관에 속하며, 아시아관에는 그 규

과는 현재 33만 권의 장서와 8천여 개의 정기 간행물, 1920년 이후의 250여 종의 신문을 소장하고 있으

모 순으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티벳 도서관이 있고, 아시아학회 도서관과 협력관계에 있다. 한국학 소

며, 6.25전쟁 전후 북한 희귀 자료와 외교문서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동아시아 이외 지역

장도서는 약 3만 권에 이르며, 모리스 쿠랑 컬렉션을 포함한 고서를 비롯해 한국과 프랑스 장서와 함께

도서관 중 가장 많은 한국 관련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은 미 의원 및 정부 관료에게 참고

북한과 영미권, 일본, 중국 등지에서 발간한 자료들로 한국학을 전공하는 연구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서관 내 한국학 장서에는 325종의 북한 정기간행물, 10,000점이 넘는 북한 자료가 있으며, 최근 출판
물뿐 아니라, 1940-1960년대 발행된 정기 간행물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 장서의 가장 큰 강점
이다. 2008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북한 정기간행물 색인 작업을 추진해 현재 44,242건의 색인
자료가 있으며, 연구자가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북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색인을 기사로 검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4월 미국 의회도서관은 북한 정기간행물 디지털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북
한의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경제, 법, 정치, 군사 업무, 역사, 농업 및 교육 등 가장 빈번하게 찾는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파견자 업무
• Library of Korean Studies 근무
• 한국학 자료 카탈로깅
• 도서관 일반 업무

 지원자격
• 문헌정보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파견자 업무

• 문헌정보관련학과 석사과정생 이상 우대

• Asian Division, Korean Collection 근무

• 영어능통자

• 한국 컬렉션 개발 및 관리 보조 업무

• 한자 독해 가능자

• 기타 연구 및 홍보 업무 보조 등

• 기초 프랑스어 입문자 우대

 지원자격
• 문헌정보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파견기간

• 영어 능통자

10개월

• 한자 독해 가능자 우대

 파견기간

후 기

10개월
도서관 인턴십 프로그램 중 유일한 유럽 국가, 프랑스 파리. 이곳에 위치한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연구
소에서는 전반적인 도서관 업무를 비롯하여 전문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준 높은 정보 서비스를 경

후 기

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인도, 티베트 등 다른 도서관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서
관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서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서 연수, 프랑스어 수업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라 불리는 의회도서관 중 KF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아시안 디비전은 오랜 역사를

등 다양한 연수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서의 역량을 개발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쉬는 날에는

자랑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퍼슨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의 도시라 불리는 워싱턴

주변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니며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DC의 수많은 박물관들은 대부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여 박물관 투어와 문화행사들도 인턴 기간 동안
풍부한 문화 활동이 가득한 주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지윤 |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한연구소도서관 2020

손서영 | 미국 의회 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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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및 신청

Q. 영어공인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지정된 영어공인점수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방문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한가요?

※ 신청 마감일 기준, 검정기관 별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성적까지 인정합니다.

A. 신청서 접수는 재단 온라인 신청 시스템 (apply.kf.or.kr) 에서만 가능합니다.

Q. 지원 계획서의 경우 항목당 글자 수 제한이 있나요?

Q. 추천서는 필수 제출인가요? 양식은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계획서 글자 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A. 싱크탱크 인턴십은 추천서 2부 제출, 박물관과 도서관의 경우 추천서 1부 제출이 필수입니다.

Q. 다수의 기관에 복수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의 경우 온라인 신청서 추천인 정보 기재란 우측에 추천서 요청 이메일 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추천서는 지원자의 소속대학 교수 또는 소속기관 책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A.	네, 2개 기관까지 1, 2지망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구/활동 주제의 계획서로 복수
기관에 신청할 경우 두 개의 지원동기서 및 연구/활동계획서에 신청 기관명을 각각 명기하여 별도의

추천인 앞으로 추천서 서식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통해 추천인 앞으로
추천서 양식을 포함한 제출 방법이 안내됩니다. 추천인은 해당 이메일을 통해 양식을 내려받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 인터뷰는 1지망 전형과 2지망 전형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지정된 페이지를 통해 추천서를 업로드 하게 됩니다.

2지망 기관 인터뷰는 1지망 전형 중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기관에 한하여 시행합니다.

※ 추천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충분한 기한을 두고 사전에
추천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는 필히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Q. 2개 기관에 신청할 경우, 동일한 추천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A.	네. 동일 추천서로 복수 기관에 제출 가능합니다. (단, 추천서 상에 신청 기관 명칭 생략)

Q. 학부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2021년 2월 기준 졸업예정자라면 참가 가능합니다. 단, 현재 학부 재학생일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해외 대학 재학/졸업생이어도 참가 가능한가요?
A.	동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에 있는 우리 인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본 취지에 따라 최종 전형에서 동일 자격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 대학 재학/졸업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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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

Q. 현지 숙소는 어떻게 구하나요?
A. 기관에서 숙박 관련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나, 숙소는 개별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Q. 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서류 접수 후 기본 신청 자격을 검토, 분야별 국내 전문가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각 기관의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발합니다.
최종 인터뷰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기회가 주어지며 1지망 전형을 거쳐 2지망 전형이

Q.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인턴으로 근무 시 급여가 제공되나요?
A.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체재비, 왕복항공권 및 해외여행자보험을 지원하며, 파견기관에서는 별도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Q. KF 글로벌 챌린저 활동 시 제출해야 할 보고서가 있나요?
Q. 해외 파견기관의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해와 파견기관과의 면접은 전화 또는 화상으로 진행되며, 영어로 진행됩니다.

A. 매월 1회 월간 활동보고서와 더불어 파견기간 중 중간보고서 1회 제출,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파견기관으로 직접 프로그램 관련 문의를 해도 되나요?

Q.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파견자 공모와

A.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하셨을 경우, 요청에 의해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해서는 공모 홈페이지(www.kfglobal-kworks.com)의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이후에는 globalintern@kf.or.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Q. 참가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참가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파견 준비 및 참가

Q. 참가자로 선발되었는데 참가 일정을 이듬해로 연기할 수 있나요?
A. 일정 연기는 불가능하며 희망 시 차기 프로그램에 다시 지원해야 합니다.

Q.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참가자의 비자 발급을 지원하나요?
A.	재단은 비자 발급 대행을 하지 않으며 비자 발급 비용은 참가자 본인 부담입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관과 재단에서 발급해드립니다.

Q.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참가 완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A.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참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단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싱크탱크 인턴십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기반한 연구결과물(논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Q. 항공권 예약 및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비자 발급이 완료된 후, 재단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재단이 업체로 직접 지불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학술·인적·문화교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립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가교,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Connecting People, Bridging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