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KF 글로벌 챌린저(싱크탱크 인턴십) 공모문
사업개요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은 KF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대한민국의 차세대
인재들이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대학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며
국제적 감각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차세대 글로벌리더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기관
1) 현지 인턴십 기관
•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Agora Energiewende)
• 러시아외교아카데미 (Diplomatic Academy of Russian Foreign Ministry, ICIS)
• 남가주대학교 공공외교센터 (USC Center on Public Diplomacy, CPD)
• 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 아시아정책연구소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 애틀란틱카운슬 (Atlantic Council, AC)
• 우드로윌슨센터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WICS)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2) 원격 인턴십

※ 원격 인턴십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 20시간 인턴십 수행

•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
•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프로그램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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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 인원
00명
인턴십 기간
2022년 중 (기관별 상이)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지 인턴십이 불가능한 경우, 파트너 기관과 협의 하에 취소되거나
국내원격인턴십으로 전환될 수 있음

재단지원
1) 현지인턴십
• 왕복항공료: 왕복항공권(일반석) 금액 80% 지원
• 현지체재비: 인턴십 지역에 따라 월정액 지급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내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에 의거함
* 2021년 미국 기준 USD2,338/월

- 현지기관 숙소 제공 시 지급 총액의 60% 지급
• 해외여행자보험(프로그램 기간에 한함)

2) 국내원격인턴십
• 체재비: 월 120만원
※ 기회균등대상자(기준중위소득 60%이하)는 왕복항공료 실비 전액 지원, 체재비
20% 증액지급 [세부내용 붙임4 참조]
※ 재단은 비자 신청 관련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참가자 개인의 부담과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하며, 국가별로 신청방법 및 비용이
상이하므로 이 점 잘 유념하시어 신청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지원금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합니다.
공통자격 (기관별 세부 요건 붙임1 참조)
•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정책연구소별 유관 연구분야 전공 학·석사 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 2022년 2월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단, 졸업자의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졸업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신청마감일 기준 총 경력 2년 이내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과거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학부 및 대학원 성적 평점 3.0 이상(4.3 만점 기준) *일부 기관 성적 기준 상이
※ 예외 기관
학점 기준

기관명

3.35이상(4.5만점)

랜드연구소(RAND)

3.0이상(4.0만점)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CCG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 영어능통자
- TOEIC 850점, TOEFL 100점(IBT), TEPS 419점(구TEPS 750점), IELTS 7점 이상
- 단, 영어권 대학에서 3년 이상(체류기간이 아닌 학기 기준) 수학한 경우 성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우대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KF 서류 및 면접 평가 시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제출서류 ‘붙임4’ 참조)
선발절차
• KF: 서류접수, 적격심사, 서면 및 면접평가
• 인턴십기관: 서류심사 및 영어 인터뷰 (전화 또는 화상)
모집 및 선발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 및
면접평가

11.3(수)
~11.30(화)
18:00

12월 중

기관 인터뷰
1지망

2지망

2022.1월
2주-3주

2022.1월
4주-2월
1주

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 통보

※ KF 면접평가 시 영어로 인터뷰 진행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OT

인턴십
시작

2022.
2월 중순

2022.
2월 말

2021.3월
이후(잠정)
기관별
상이

※ 기관 인터뷰는 현지 파트너 기관과 면접 대상자가 직접 일정 조율하여 진행
※ 2지망 기관 인터뷰는 1지망 전형 중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기관에 한하여 시행
※ 상기 일정은 재단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모든 서류 영문으로 작성)
① 온라인 신청서
② 지원동기서 및 연구계획서(붙임2 양식 활용)
- 지원 기관별 지원동기서 및 연구계획서를 각각 작성한 후 별도 파일로 제출
- 싱크탱크 지원자의 경우, 동일 주제의 연구계획서로 복수 기관 지원 가능
③ 기타 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2022년 2월 기준 졸업예정자의 경우, 인턴십 시작 전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대학원 재학/졸업생의 경우 학부 및 대학원 성적 모두 제출
(3)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 TOEIC, TOEFL, New TEPS 및 IELTS
- 신청마감일 기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성적까지 인정
(4) 영문 이력서
(5)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문 제출 권장)
(6)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붙임4 참조)
④ 영문추천서 2부
- 추천인은 지원자의 소속 대학교수 또는 소속기관 책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 동일 추천서로 복수 기관 제출 가능(단, 추천서 상에 기관 명칭 생략 요망)
신청서 제출방법
• ①~③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을 통해 입력 및 제출
- ③의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첨부란에 첨부
- 첨부물 확장자 hwp, doc, docx, pdf에 한함
• ④의 추천서는 지원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추천인 앞으로 요청 이메일 발송
- 신청서 임시 저장 상태에서 추천서 요청 이메일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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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오후 6시(KST/ 한국시간 기준)까지 KF 신청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최종결과에 한해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 통보)
• 최종 합격자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추후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 www.kfglobal-kworks.com 모집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게시판 활용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전 공고문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관별 세부 참가요건
• 지원동기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참고용/ 신청서 작성 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서 양식(참고용/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 추천인에게 추천서 양식 자동 발송)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및 제출서류

2022 KF 글로벌 챌린저(박물관 인턴십) 공모문
사업개요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은 KF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대한민국의 차세대
인재들이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 박물관, 도서관, 대학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며
국제적 감각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차세대 글로벌리더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 기관
1) 현지 인턴십
•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 메트로폴리탄미술관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보스턴미술관 (Museum of Fine Art, Boston)
•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새클러갤러리 (Smithsonian Institution, Freer Gallery of Art
and Arthur M. Sackler Gallery)
• 시카고미술관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오리건대학교 조던슈니처미술관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 필라델피아미술관 (Philadelphia Museum of Art)
•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
2) 국내 원격 인턴십

※ 원격 인턴십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 20시간 인턴십 수행

• 영국박물관 보존부서 (British Museum)
프로그램 특징
• 세계 유수 박물관 학예부, 교육부서, 보존실, 아카이빙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
•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
• 해외박물관의 한국실 운영 및 한국미술 소장품 관련 연구방법 학습
인원
0명
인턴십 기간
2022년 중 (기관별 상이)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지 인턴십이 불가능한 경우, 파트너 기관과 협의 하에 취소되거나
국내원격인턴십으로 전환될 수 있음

재단지원
1) 현지인턴십
• 왕복항공료: 왕복항공권(일반석) 금액 80% 지원
• 현지체재비: 인턴십 지역에 따라 월정액 지급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내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에 의거함
* 2021년 미국 기준 USD2,338/월

- 현지기관 숙소 제공 시 지급 총액의 60% 지급
• 해외여행자보험(프로그램 기간에 한함)
2) 국내원격인턴십
• 체재비: 월 120만원
※ 기회균등대상자(기준중위소득 60%이하)는 왕복항공료 실비 전액 지원, 체재비
20% 증액지급 [세부내용 붙임4 참조]
※ 재단은 비자 신청 관련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참가자 개인의 부담과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하며, 국가별로 신청방법 및 비용이
상이하므로 이 점 잘 유념하시어 신청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지원금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합니다.
공통자격 (기관별 세부 요건 붙임1 참조)
•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미술사 및 박물관 분야 전공 학·석사 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 2022년 2월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마감일 기준 총 경력 2년 이내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과거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학부 및 대학원 성적 평점 3.0 이상(4.3 만점 기준)
• 영어능통자
- TOEIC 700점, TOEFL 71점(IBT), TEPS 340점(구TEPS 625점), IELTS 6점 이상
- 단, 영어권 대학에서 3년 이상(체류기간이 아닌 학기 기준) 수학한 경우 성적
증명서로 대체 가능
우대사항
•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KF 서류 및 면접 평가 시 가산점 부여(기준 및 제출서류
‘붙임4’ 참조)
선발절차
• KF: 서류접수, 적격심사, 서면 및 면접평가
• 인턴십기관: 서류심사 및 영어 인터뷰 (전화 또는 화상)
모집 및 선발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 및
면접평가

11.3(수)
~11.30(화)
18:00

12월 중

기관 인터뷰
1지망

2지망

2022.1월
2주-3주

2022.1월
4주-2월
1주

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 통보

합격자
발표

OT

인턴십
시작

2022.
2월 중순

2022.
2월 말

2021.3월
이후(잠정)
기관별
상이

※ KF 면접평가 시 영어로 인터뷰 진행될 수 있음
※ 기관 인터뷰는 현지 파트너 기관과 면접 대상자가 직접 일정 조율하여 진행
※ 2지망 기관 인터뷰는 1지망 전형 중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기관에 한하여 시행
※ 상기 일정은 재단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모든 서류 영문으로 작성)
① 온라인 신청서
② 지원동기서 및 활동계획서(붙임2 양식 활용)
- 지원 기관별 지원동기서 및 활동계획서를 각각 작성한 후 별도 파일로 제출
③ 기타구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2022년 2월 기준 졸업예정자의 경우, 인턴십 시작 전 졸업증명서 제출 필수
(2)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대학원 재학/졸업생의 경우 학부 및 대학원 성적 모두 제출
(3) 공인어학성적 증명서
- TOEIC, TOEFL, TEPS 및 IELTS
- 신청마감일 기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미만 성적까지 인정
(4) 영문 이력서
(5)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영문 제출 권장)
(6)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붙임4 참조)
④ 영문추천서 1부
- 추천인은 지원자의 소속 대학교수 또는 소속기관 책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 동일 추천서로 복수 기관 제출 가능(단, 추천서 상에 기관 명칭 생략 요망)
※ 일부 기관 2부 제출 필요(붙임1 세부요건 확인 필수)
신청서 제출방법
• ①~③ KF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apply.kf.or.kr)을 통해 입력 및 제출
- ③의 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서 첨부란에 첨부
- 첨부물 확장자 hwp, doc, docx, pdf에 한함
• ④의 추천서는 지원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추천인 앞으로 요청 이메일 발송
- 신청서 임시 저장 상태에서 추천서 요청 이메일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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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오후 6시(KST/ 한국시간 기준)까지 KF 신청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최종결과에 한해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 통보)
• 최종 합격자는 모든 서류의 원본을 추후 재단에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 www.kfglobal-kworks.com 모집 홈페이지 내 질의응답 게시판 활용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전 공고문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관별 세부 참가요건
• 지원동기서 및 활동계획서 양식(참고용/ 신청서 작성 시 다운로드 가능)
• 추천서 양식(참고용/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 추천인에게 추천서 양식 자동 발송)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및 제출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