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지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0 해외

Cheer-up
주간
“

무엇을 좋아할 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

온라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실시간 웹 질의응답

이번엔 국가가 아닌 직종에 맞춘
상세 설명 제공!

온라인 전략설명회를 듣고 궁금한 사항을
강사에게 직접 물어보자!

직종 구분

IT

강의내용

11/2(월) IT

11/3(화) 사무

11/5(목) 일본

일본 IT 취업전략

일본 IT

미국 사무직

일본 종합직

말레이시아 IT 취업전략

말레이시아 IT

중동 사무직

일본 유통/물류

일본 종합직 취업전략
사무직

일본 유통/물류 취업전략

신청일자

2020. 10. 26.(월)부터 오픈

미국 사무직 취업전략

수강대상

온라인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수료자

중동 사무직 취업전략

참가방법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사전신청 후
ZOOM을 통한 수강

공개일자 |

2020. 10. 26.(월) ~ 11. 8.(일), 14일간
사전 신청일자
수강대상
참가방법

2020. 10. 19.(월)부터 오픈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월드잡플러스 회원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참가신청 후 수강
*사전신청 기간 제외 신청 즉시
수강 가능, 모바일 수강 가능

만족도 조사 참여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SMS나 E-MAIL을 통해 실시간
웹 질의응답 접속 가능 URL을 발송하므로
1

문자를 통한 각종 정보 및 이벤트 수신

2

E-MAIL을 통한 뉴스레터 및 이벤트 수신

마이페이지

문의처

수신
수신 체크 필수

개인정보수정 에서 수신여부 변경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
02-6964-7081

haon1022@hrdkorea.or.kr

2020 해외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Cheer-up 주간
“

무엇을 좋아할 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

온라인 해외취업 멘토링
멘토링 방법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통한 1:多 화상멘토링, 1시간 30분 멘토링 제공
시간

10/29(목) IT

10/30(금) 사무

일본 최 성 안

미국 강 기 종

Time 1

10:00 ~ 11:30

90’

점심시간

11:30 ~ 13:00

90’

Time 2

13:00 ~ 14:30

90’

미국 정 선 민

호주 하 소 담

Time 3

15:00 ~ 16:30

90’

미국 임 성 준

싱가포르 이 지 윤

점심시간 / 휴식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선착순 마감

멘토 프로필

IT
일본과 스웨덴 2개의 스타트업 엑시트에 공헌한 경험과 실리콘밸리
엑셀레러이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미국, 일본 취업 및 창업의
준비 과정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주요 경력
일본 최 성 안 멘토

전) 일본 IT기업 동남아시아 사업 기획
일본 Xrossface 전략 컨설턴트
일본 진출 스웨덴 Froosh 어카운트 매니저
일본 Bridege International(IT 벤처기업) 프로덕트 매니저
미국 The Vault 크로스보더 엑셀러레이션 매니저
현) Mind the Bridge 아시아총괄본부장
미국 실리콘밸리 엑셀러레이터/글로벌 혁신 자문

미주한국일보 미주 본사 인턴으로 시작하여 현재 미주한국일보 서울지사
뉴미디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해외 취업 및 인턴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주요 경력
미국 정 선 민 멘토

전) 한국 삼성전기 설비 개발 및 운영
한국 서준전기 전기 자제 관리 및 제품 개발
한국 키위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연구원
미국 미주한국일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국일보USA’ 개발
현) 미주한국일보 서울지사 뉴미디어 팀장
스타트업 퍼풀 개발 총괄
스타트업 고방 iOS 개발 및 딥러닝 연구
로제타스톤 개발 총괄

한국 미국의 스타트업 부터 대기업까지 그리고 IT, 제조, 금융 회사를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돕고 싶습니다.

주요 경력
미국 임 성 준 멘토

전) 미국 스타트업 창업 Founder
미국 Lock&Lock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한국 현대카드 인공지능 연구원
현) 한국 대기업 반도체 인공지능 연구원

사무
미국 현지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한국, 중국의 상품을 유통시키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해외취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요 경력
전) 미국 KW international SCM Team(공급 관리)
현) 한국 쿠팡 Process and Control tower Team

미국 강 기 종 멘토

국내B2B 해외영업, 호주 현지기업에서의 B2C영업, 온라인 플랫폼사에서의
온라인 마케팅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직무를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주요 경력
호주 하 소 담 멘토

전) 국내 의료기기 회사 해외영업 담당
호주 현지 미국 패션브랜드 T사 Sales Consultant 담당
국내 의료 온라인 플랫폼사 온라인 마케팅 담당

국내 대기업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싱가포르내 글로벌기업에서
4년간 근무했습니다. 국내외 기업의 경험과 도전,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주요 경력
싱가포르 이 지 윤 멘토

전) 삼성전자 TV제품 해외전략 담당
싱가포르 애플 온라인 스토어 영업
싱가포르 마이크로소프트 H/W SCM 담당
현) 한국 JTI Korea 마케팅 필드마케팅 매니저

해외취업 전략설명회 강사 소개

IT
10년간 '일본 IT취업 지원' 전문기관에서 교육기획과 취업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인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다수의 일본기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약 17년동안 일본체류 경험을 더하여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일본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수

주요 경력
일본IT

현) JSL인재개발원 부원장 : 일본취업 연수(K-Move스쿨), 알선기관

수능 재수 후 입학, 2학년 중퇴, 아이엘츠 재수… 수많은 역경을 거쳐
현재는 구글 벤더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 중입니다.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말레이시아 IT 취업에 관한 가장
생생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력

이준혁

말레이시아IT

현) TDCX – Front-End Developer

* TDCX? 싱가포르에 HQ를 두고 있는 말레이시아 최대 Outsourcing 회사.
구글, 삼성, IBM 등 대기업들의 실질적인 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회사

사무
KOREC 대표 & 일본취업 전문가 가스가이 모에입니다.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IT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명이라도 더 많은 분이 취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300명이 넘는 한국분들을 일본 취업에 성공시켜 왔습니다.
문-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가스가이 모에 일본 종합직

주요 경력
현) ㈜비웰코리아 대표 : 일본취업 알선 및 교육기관
일본취업 카페 KOREC 운영자

2013년부터 Familymart의 대졸채용 담당으로 5년간 근무 후, HR서비스
기업인 PASONA 신규사업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mixi,Inc.에서
대졸채용 및 경력직 채용을 담당하며 monster strike 부서의 HRBP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인사담당자로서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장 민 우 일본 유통/물류

주요 경력
전) Family Mart 인사채용 담당
PASONA 신규사업부 근무
현) mixi, Inc 대졸 및 경력직 채용 담당

2017년부터 미국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청년들 대상으로 미국 산업 및
일자리노동시장, 미국 비자/취업노하우, 미국직장문화/생활정보 전반에
관한 강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무직으로 취업 및
유급인턴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싶습니다

주요 경력

김정아

미국 사무직

현) 미국법인 ICN Group 미국 취업교육/컨설팅 대표강사 : 해외취업 연수기관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해외취업컨설팅 교육이사

중동지역 취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서 살며 도전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행운을 선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떠한 일을 하시든 늘 꿈꾸며 도전하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주요 경력

이윤석

중동 사무직

전) 국내 대기업 주재원, 중동지역 지사장 역임
현) 중동지역 무역 컨설팅 JSInternational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