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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수 신 자 각 대학 취업지원처  
(경  유)
제   목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설명회 개최의 건 

       

       1.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설명회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3.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본 교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이란? 

           : 국내 청년인력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한상 육성, 한민족

              경제영토확장,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현지 부족인력에 대한 맞춤형 인력을 해외 

              한상기업에 제공하여, 기업과 인력간 미스매치로 인한 손실방지 및 분야별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인 청년층 해외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나. 사업개요 

     

          붙임1. 신청서 및 홍보 포스터 각 1부.  총 2부. 끝.           

(주) 좋 은 일 컴 퍼 니   대 표 이 사   이 영 진

기수 구분 일정 비고

9기

인턴지원자 모집 5/21(화)~6/3(금)

인턴지원자 서류심사 6/4(화)~6/17(월)

인턴지원자 면접심사 6월 28일 국내면접 

사전교육 7/8(월)~7/12(금) 4박 5일 집체교육

인턴출국 7/22(월) 이후, 국가별상이 인턴기간 : 6개월



한국청년, 해외취업을 상상하다!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인턴십 설명회 수요조사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이란?
    : 국내 청년인력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한상 육성, 한민족    

     경제영토확장,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현지 부족인력에 대한 맞춤형 인력을 해외 

     한상기업에 제공하여, 기업과 인력간 미스매치로 인한 손실방지 및 분야별 인력난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인 청년층 해외인턴 지원사업입니다.

 ♣ 설명회&간담회 수요조사

 ♣ 문의 

  -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운영사무국 : 032-245-7004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제출(shan@jobkorea.co.kr), FAX(0504-982-7504)  

  - 홈페이지 : 한상넷(http://www.hansang.net) 접속 후 상단메뉴 ‘청년인턴십’ 클릭 

학교명

설명회 희망일시 

▶ 일자 (※ 3개 이상 복수 선택하여 주십시오.) 

 □ 5/22(수)     □ 5/23(목)     □ 5/24(금)   

 □ 5/27(월)     □ 5/28(화)     □ 5/29(수)      □ 5/30(목)     □ 5/31(금)    

▶ 시간 (※설명회는 약 1시간 소요됩니다) 

 □ 오전 (10:00~12:00)      □ 오후1 (13:00~15:00)     □ 오후2 (15:00~17:00)  

# 해당일자 외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싶으신 학교가 있으시면 하단란에 체크 부탁 

  드립니다. 이후 10기 설명회 진행 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설명회 가능 장소 참여예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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