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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연구원 (한국) 

InfluenceMap 소개 

InfluenceMap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비영리 싱크탱크/연구소로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성 문제의 

최첨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저희의 선도적인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언론에서 

다뤄졌고, 수백명의 ESG 투자자 과정과 기후 관련 캠페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InfluenceMap의 가장 

잘 알려진 프로젝트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정책 관련 로비/관여 활동을 분석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외의 

작업들 중 금융 부문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FinanceMap 플랫폼과 일본에 있는 협력 벤처 

(Japan Energy Transition Initiative)도 있습니다.  

새로 채용될 기후변화 한국 연구원은 친근하고 다이내믹한 팀의 일원으로서 금융, 미디어 및 캠페인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첨단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본사가 핵심적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는 데이터 집약적 연구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간단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InfluenceMap은 협력적인 모델로 

운영되며 저희 파트너들과 데이터 사용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데이터 기반 콘테츠를 생성합니다.  

  

상세 직무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7월 기후 중심의 '그린 뉴딜' 정책 의제를 발표하고 COP26을 앞두고 

2050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몇 년은 한국의 정책 의제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InfluenceMap의 한국 프로그램은 기업이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데이터 중심의 혁신적 연구자료를 마련하고, 국가의 기후 발전에 대한 구조적 장애를 식별하기 위해 

2021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새 멤버는 런던, 뉴욕과 도쿄에 있는 글로벌 팀과 협력하여 한국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브리핑, 

보고서 및 콘텐츠를 제공할 연구자료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여 활동 분석, 그리고 InfluenceMap의 연구 방식이 한국의 특유한 정책 환경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 개발 및 개선 활동이 포함됩니다. 한국 프로그램이 성장하면서 기후 정책 개발에 

대한 시기 적절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자를 찾습니다.  

채용되는 연구원은 InfluenceMap의 연구 방법 및 결과 전달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사의 

연구 방식은 데이터 지향적이며 정확성, 일관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세심한 부의를 필요로 합니다. 

https://influencemap.org/multipage/Resources-c509c0e60fa97bbad6f23ddee2e366b4
https://influencemap.org/climate-lobbying
https://financemap.org/
https://jeti.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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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Map의 데이터 및 연구결과는 금융기관, 미디어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사용하므로 저희 

콘텐츠를 (문서 및 미팅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선발된 지원자는 한국 팀장 

아래에서 한국에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규 및 기존 이해 관계자에게 본사의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지원자에게는 광범위한 교육 및 연수 그리고 신속한 승진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 혹은 비영리 기관내에서의 1~2년 경력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진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 InfluenceMap소유 시스템 및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의 산업협회,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스코어링 

■ 한국 연구 방법론 개발 및 향상 업무 – 새로운 데이터 자료 탐구 등 

■ 한국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구 및 평가 

■ 한국의 금융기관 및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연구 및 평가  

■ 한국 관련 연구 수행 및 브리핑/보고서 작성 

■ 외부 데이터 사용자와 파트너에게 한국어 및 영어로 콘텐츠 설명/전달  

■ 국내 및 해외 데이터 사용자가 유용하게 볼 수 있는 한국 관련 콘텐츠 아이디어 생성 

이 직무는 한국 팀장에게 보고하고 InfluenceMap의 성장하는 아시아 팀, 글로벌 파트너 및 전체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자리입니다. 최신 클라우드 기반 효율성 및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 능력이 우수한 

지원자를 찾습니다.  

  

자격 조건  

■ 한국어 (원어민 수준), 영어 (쓰기 및 말하기 능숙)   

■ 국내 기업 풀타임 근무 1-2년 경력자 우대 (필수 아님), 한국과 서양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 선호  

■ 탁월한 분석 및 수치 능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꼼꼼한 주의 필수  

■ 탁월한 리서치 능력 필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조사 연구에 관심을 가진 지원자 우대  

■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및 팀 작업 능력, 클라우드/IT 소프트웨어에 능숙  

■ 설명과 지시를 정확하게 그리고 제시간에 실행할 수 있는 전문성  

https://influencemap.org/page/Our-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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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학위 이상  

  

연봉/복리후생, 근무지 및 시작일  

■ 근무지는 한국 (재택) 혹은 영국 (사무실 이용 가능) 중 선택 – 다른 지역에서 원격 근무도 가능 (비자 

지원 안됨)  

■ 경력 평가 후 연봉 협의 

■ 풀타임 정규직 (파트타임도 가능), 시작 날짜 협의 가능  

  

지원 방법 

 InfluenceMap 은 다양성을 중시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response@influencemap.org 로  영문 및 국문 이력서 (2페이지), 자기소개서 (1페이지) 및 reference 

제출. 모든 정보를 PDF 파일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을 ‘Junior Analyst, Korea_이름’ 로 작성 요망.  

 모집마감: 2021 년 9 월 1 일 – 조기 채용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mailto:response@influencema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