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센터(서울, 부산)

해외취업 체크리스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에서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상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 부산 총 2개 오프라인 상담센터 운영)

내용

단계

1

해외취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글로벌 경력개발, 연봉 등)

2

해외취업 도전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3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경력, 자격증 스킬 등 역량 분석하기

4

유망직종,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진출희망국가, 진로와 직무 결정하기

5

희망국가의 취업전략, 채용 동향, 비자제도 확인하기

6

월드잡플러스, 알선기관, 취업한 선배 등 다양한 루트로 정보 검증하기

7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8

현지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9

진출 희망국가의 생활환경, 문화, 고용·의료제도, 주의사항을 설명하기

10

예상출국시점, 비자발급시기, 기업 및 업체와 문제가 없는지

체크

싱가포르취업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드잡플러스를 만나보세요!

singapore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해외취업 유의사항

부산은행
부산1호선

시청역
(연제)

삼성디지털프라자

1. 해외취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라!
- 연봉, 커리어 개발, 현지 경험 후 창업, 글로벌 기업 진출 등 구체적인 해외취업의 목표설정

서울
해외취업센터

2. 근로계약 후 출국까지 최소 3개월, 해외취업은 장기전이다!

부산지방경찰청

- 근로계약 체결 후 해당국 노동허가 내지 취업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3개월이 소요

3. 능력이상의 높은 근로조건일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본인의 어학수준과 경력을 고려했을 때, 능력 이상의 연봉과 혜택을 보장해주는 경우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부산
해외취업센터

있으며 근로조건 등 계약은 문서화가 필수

W웨딩홀
한아름세상

기업은행
팔복정

4. 과도한 알선료 및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알선업체를 유의하라!
- 현지사정에 어두운 이유로 알선 기관에 의지하는 청년구직자가 많은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시청센트빌

알선업체 정보와 피해사례 등을 사전 확인!

5. 관광비자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절대금물!

서울 해외취업센터

부산 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층 해외취업센터(서울)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150-3),
시청역 롯데골드로즈빌딩 610호 해외취업센터(부산)

02-6964-7071~7, 81~2, 92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해외취업 체크리스트

해외취업
센터에서는

부산시청

전 부처 해외취업지원사업

- 알선업체 등에서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따자’고 현혹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

051-715-7010~7014, 17~18, 20

※ 전국대학으로 찾아가 해외취업정보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18년 진행 일정 월드잡플러스에서 확인)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해외취업가이드＞해외취업기초안내＞해외진출의 모든 것에서 확인가능

싱가포르 취업을 도와줄
해외취업지원사업 안내

한눈에 보는 싱가포르 취업

싱가포르 해외취업
생생정보
양**

싱가포르 정부는 Tourism Development Fund(TDF)를
통해 2020년까지 싱가포르 관광산업에 7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밝혀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와
함께 꾸준한 구인수요 예상

준비
단계

세계 10위 수준(한국 19위)으로 한국의 서울보다
20~30%정도 비싼 수준, 식비·교통비·
통신비·기타 잡비를 포함하여 대략
SG$700~800(한화 60~70만원) 수준[1인 기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접속하여
해외취업가이드 – 해외취업 가이드북 - 싱가포르 클릭
해외취업가이드 - 주요국가 해외취업전략 - 싱가포르 클릭

한국산업인력공단 : 051-715-7020 / mjoo1127@hrdkorea.or.kr
구직단계

(취업처소개)

한국무역협회 K-Move센터 : 02-6000-5744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설명회를 제공합니다

전체적인 물가는 높은 편이지만, 직장인들이 흔히 가는
푸드코트, 교통비 등은 한국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한 편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프로그램 포함
싱가포르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진흥 정책에 따라
사이버 보안, 데이터 분석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분야에서 2020년까지 3만 명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위치나 크기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시내 중심가 SG$800~1,000(한화 약 68~85만원)
외곽지역 SG$600(한화 약 51만원)
하우스 메이트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2인 1실을 쉐어한다면 월 30~40만원 정도예요

이런 분께 추천해드려요!

프로그램

해외취업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나요?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

일정 및 모집인원

해외취업, 무엇부터
시작할지 궁금한가요?

해외취업전략설명회

본격적인 해외취업을
준비중인가요?

해외취업 아카데미

연봉, 취업비자 지원, 주거지원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2주마다 한 번 씩 발표!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고 취업에 도전해보세요!

추후 월드잡 공지 확인

매월 아카데미 수강생 50명 내외 모집

(‘18년 3,200명)
싱가포르의 실업률은 2.2%(‘17년 기준)로 인력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정부에서는
Contact Singapore와 같은 인재유치 기관을 설립하여 해외인재 유치 노력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현지 조기정착 및 장기근속
(‘18년 전세계 총 2,500명)을 지원합니다.
싱가포르는은 총 2번에 걸쳐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단계

싱가포르 취업 우수 과정(‘15년도 운영과정 기준)
과정명

505명

취업률

싱가포르 외식조리 실무자
취업연수과정 3기
제주신화역사공원 신설복합리조트
취업연계형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실무 양성 과정
1. 관리자, 전문기술자, 투자가, 전문가
2. 월급여 S$3,600이상
* jobs bank 14일 구인공고, Quota 및 Levy없음

사무· 서비스

474명

기타 15명

건설· 토목

3명

기계· 금속

3명

IT

1명

의료

1명

사무·서비스분야가 절대 다수(93.8%)이며, 서비스 분야(호텔, 음식점, 판매점)는
280명(55.4%), 사무 분야는 194명(38.4%) 차지(‘17년 기준)
서비스분야 취업자가 많아 호텔리어·세프·항공승무원이 꿈이라면 싱가포르 추천!

(‘17년도 기준)

505(100%)

422(83.5%)

56(11.0%)

27(5.3%)

1. 중간숙련공중간, 기능공
2. 월급여 S$2,200 이상
1. 저·미숙련공
2. 월 급여 수준 제한 없음

운영기관

담당자 연락처

90.9% ㈜해외교육진흥원

051-995-911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064-797-5730

100%

Quota

① 만 34세 이하(‘83.1.2. 이후 출생자)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 이하인 취업자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④ ‘17.8.28. 이후 취업자

진출 유망직종별 K-Move 스쿨 주요 과정
직종

과정명

물류·무역 싱가포르 사무행정직(국제물류&무역)
취업연수과정 1기

운영기관

연수년도

㈜해외교육진흥원

2018

외식·조리

싱가포르 외식조리 실무자
취업연수과정 1기

㈜해외교육진흥원

2018

호텔

싱가포르 2년 취업비자취득
호텔실무자(정규직)
취업 연수과정 13기

한양여자대학교

2018

* 더 많은 연수과정이 알고 싶으시면 월드잡플러스를 확인해주세요.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들의
아시아 지역 본부가 집중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취업보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둘째, 많은 기업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Work & Life Balance)를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워킹맘이 많다는 사실이었다.
한국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지만 유럽과 영미, 아시아에서 규모가 크고
내실 있는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넓고 다양한 언어 사용으로 인한
자기 계발, 이직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연봉 상승 등 전망이 좋다고 판단했다.

취업성공
및
사후관리

2017년 기준 총

싱가포르 글로벌 기업

KOTRA 싱가포르 K-Move센터 : +65-6426-7225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절차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취업 성공

1차 지원금 신청

2차 지원금 신청

(취업인정기준 부합)

(취업 1개월 후)

(취업 6개월 후)

*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플러스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싱가포르 구직 활동에서는 나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파악하며
지원 범위를 좁혀가고, 그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 활동(경력)과
매칭되는 공고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면접 질문도 생각보다 한정적이므로 불합격 후 좌절감에 빠지기보다 그 자리에서
받았던 질문과 나의 대답, 면접관의 반응 등을 복기하며 면접 전략을 세웠다.
낙방한 면접을 교재 삼아 다음 면접을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