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소개
사업목적

대한민국 청년인재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세계한인무역협회가 WORLD-OKTA 회원사를  
대상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제공을 통한 현지 정착 지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심사 - 선발 - 출국 -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전담
■한인기업(OKTA 회원사)에서의 근무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고립감에 대한 부담감 해소
    - OKTA 지회를 통한 멘토링으로 낯선 환경에서 현지정착 지원

타 취업사업과의 차별성(장점)

- 출국준비시 -
취업비자 취득비용 지원

100 만원

이내 실비 지원
(미국의 경우 비자취득 후   
  정액 195만원 지원)

장기체류보험 지원

장기체류보험

1년 50 만원

한도내 지원

- 해외취업 초기 -
수습연수비용 지원

*지급시기 :   1차-현지도착 직후 / 2차-취업 3개월 후 /  
3차-취업 6개월 후

최대 240 만원

(6개월간 3회 분할*지원)

멘토링 지원

현지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동일지역 취업자  
커뮤니티 지원

- 해외취업 성공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조건충족시) 지급

최대 800 만원
~ 최소 400 만원 내

* 현지 취업비자 취득자에 한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해외취업정착 지원금 참조

취업자 지원사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002호
T. 02-571-5360   E. oktajob@okta.net    http:/okta.worldjob.or.kr

문의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해외일자리팀

주최 주관

해외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연중 수시 신청 및 선발  



1981년에 설립되어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으며,  

750만 재외동포 중  

최대의 한민족 해외 경제 네트워크

월드옥타 주요사업(2018년 기준)

국내・해외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102명  
 해외취업

「차세대 무역스쿨」

46개국 96개 지회 

1,325명 참여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해외지사화사업」
1,014개사, 118건,  
250만불 수출계약

「수출새싹지원사업」
105개 컨소시엄 구성

「수출친구맺기」
1,752개사 참여 
4,305건 수출친구매칭

해외한인네트워크 강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대표자대회」

전 세계

1,500명 회원 참여

73
144

개국 

개 지회

재외동포 CEO

7,000 여명 20,000
차세대 경제인

여명

신청 및 자격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미만의 국내 청년
    * 나이 기준을 초과시, 현지 취업 희망지역에 비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이 가능할 경우 신청가능 

(단, 현지정착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

■ 해외한인기업(World-OKTA 회원사)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예정)서 1부 
■공인어학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전 절차

회원가입

사전교육

・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  기본 프로필 작성
・  기본 신청서식 작성

・   안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
  * 사전교육 불참시 수습연수비 지원 제외

이력서/서류등록

출국준비

・   기본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졸업(예정) 증명서

・   해당 취업국가 비자 준비
・   장기체류보험 가입 등

구인공고 검색

사후관리

・   해외한인기업(OKTA)채용관
(okta.worldjob.or.kr) 검색

・  희망국가별 검색
・  희망직무별 검색

・   사전 지정된 멘토를 통한 현지  
정착 지원

기업지원
・  해당 국가 비자 취득 여부 확인
・  기업 요구 사항 부합 여부 확인

www.
worldjob.or.kr

okta.
worldjob.or.kr

서류전형
・  주관처 

(제출서류, 사업 참여에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채용요건에 따른 지원자격 심사) 

・  채용기업 
(선발기준 및 어학능력, 우대요건, 지원
동기 등 심사)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현장 또는 화상면접(기업별 상황에 

맞게 개별 연락)

채용협의
・   채용기업과 구직자간 상호 요건  

협의

취업결정 후 진행 절차

제출서류

- 최대 재외동포경제인 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