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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해외통신원 위촉 공고 

근로복지공단(Korea Workers’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www.comwel.or.kr) (이하‘공단’이라 함)은 한국 산재 ∙ 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 의료 서비스 및 근로자 지원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ww.moel.go.kr)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공단 근로복지연구원(이하‘공단 연구원’이라 함)에서는 해외 산재 ∙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와 근로자 복지제도 현황 및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하고 파악

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해외 통신원을 위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 simseonju@comwel.or.kr 
         +82-2-2670-0456 
 



  
 모집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모집인원: 국가별 각 2명 내외 

 위촉기간: 위촉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지원자격: 아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분 

  - 위촉기간 동안 모집국가에서 거주하는 분 

  - 한국어와 모집국가 언어가 모두 가능하고 원고(한국어) 작성이 가능한 분 

  - 거주국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및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 

 우대사항: 법학, 사회복지/정책학, 직업환경의학, 보험학 및 유사 분야 대학원 이상 재학·졸업자,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종사자 

  
활동방식: 거주국의 산재‧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및 근로자 복지제도를 조사하여 원고 작성 후 

공단 연구원에 제공 (※조사주제 예시: 플랫폼노동자 사회보장 적용 확대 최근 동향) 

조사주제 선정방식 및 제공주기: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선정된 주제에 대하여 원고 작성‧제출하며,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원고는 없으나 위촉기간 내 1회 이상 원고 제출 필수(※미제출 시 위촉 취소) 

① 공단 연구원이 특정 주제에 대하여 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제출여부 선택 가능하며 기한 있음) 

② 해외통신원이 자체 발굴한 조사주제(최근 동향 및 이슈 등)가 있는 경우. 단, 조사주제에 대한  

    공단 연구원의 사전 조율을 원칙으로 함 

활동비(원고료): 원고 제출 시 원고 내용 및 분량에 따라 공단 내부규정에 의거한 원고료(KRW) 지급 

  
접수기간: 공고일 ∼ 2022. 3. 4. (금) 

※접수기간 이후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수시 지원 가능(통신원 Pool 운용예정)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 

※향후 해외통신원 위촉(예정)자의 경우, 필요한 경우 여권사본, 통장사본, 최종학력 졸업(재학) 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어학증빙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제출방법: 이메일 international@comwel.or.kr 또는 simseonju@comwel.or.kr으로 송부 

향후일정: 내부 위촉심사를 거쳐 위촉된 자에게만 ’22년 3월 중 개별통지(전자우편 또는 전화) 예정 

문의사항: (담당자)심선주 과장, (이메일)simseonju@comwel.or.kr, (전화번호)+82-2-2670-0456 

※첨부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