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OASIS ]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 Scholarship

참가자 모집

문 의 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mail : oasis_inst@epis.or.kr / Tel 044-861-8881

•�(사) FAO한국협회 
E-mail : oasis_un@fao.or.kr / Tel 031-440-9085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 잠정 기관이므로, 실제 파견기관은 모집시 공고문 확인

/ 파견기관

주요성과 및 파견기관

/ 주요성과
   인턴 수료 후, FAO 등 국제기구,  

               해외 연구소·기업 등에 취업 연계 

<파견기간 연장>
• 실력을 인정받은 인턴 30명('19년 10월 말 기준)은 

파견기간이 연장되어 향후 국제사회 진출 기회 마련

<학위과정 진학>
• 인턴 경험을 토대로 미국, 네덜란드 등에 소재한 

농식품 분야 대학원 진학

<파견기관 취업>
• 글로벌 빅데이터 전문기업 페슬(Pessl)에서  

정밀농업 전문가로 활동
• UN FAO에서 컨설턴트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 활동

국제기구 연구소 및 기업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와게닝겐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코펜하겐대학교

세계식량계획(WFP) 유기농업연구소(FiBL)

세계은행(WB) 페슬 인스트루먼츠 
(Pessl Instruments)

국제미작연구소(IRRI) 매시대학교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OASIS]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 Scholarship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해외 인턴십[OASIS] 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 농식품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들의 세계 무대 진출을 지원합니다

선발인원   연간 상/하반기 총 60명 내외

파견기간   3~6개월 
 * 파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인턴십 기간은 연장 가능

파견기관   농식품 분야 국제기구 및 해외연구소 · 기업 

지원사항    인턴십 기간동안 실제 업무 현장에서 
관련 업무도 익히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재비까지 지원! 
* 체재비는 파견국가에 따라 차등 지급

선발절차 상반기 하반기
공고·접수 전년도 12월 중 4월 중

서류 및 1·2차 
면접전형 1~2월 중  5~6월 중

사전 교육 2~3월 중 6~7월 중

인턴 파견 시작일 3월 이후 8월 이후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지원자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모집일정

/ 제출서류
 공 통 >  참가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재학(휴학)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영문 커버레터 및 CV,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선 택 >  인턴경력증명서, 제2외국어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등

모집내용
선발대상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재학생

(대학과정 2학년 이상 이수자 및 석•박사 
 과정생) 및 졸업생   

   *  세부 지원요건은 파견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고문에서 확인 필요

성 적  총 학업성적 평균 3.0 이상(4.5 만점) 

어 학   TOEIC 700점 혹은 환산표상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점수 이상 
(TEPS, TOEFL, IELTS)

우대사항  취업취약계층, 농식품 계열 학과, 인턴경력, 
 석•박사 학위 소지자,  제2외국어*

*  제2외국어 : 국제기구 지원자에 한해, UN 공용어인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지원자격

서류전형

최종선발

1차 면접
국내 (역량, 영어)

2차 면접
파견기관 (원격)

선발절차

해외 체재비
(120~150만원/월)

파견 준비비
(보험, 비자 등)

왕복 항공료

사전교육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www.epis.or.kr]

•�(사) FAO한국협회 [www.fao.or.kr]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unrecruit.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