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자인진흥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2021년도 글로벌디자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2차 모집 안내
1. 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해외 진출에 대한 열정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취업의 청년
디자이너에게 해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활용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디자인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인턴 디자이너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개요
ㅇ 추진목적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디자인 분야의 일자리 시장 외연 확대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자인
핵심인재 양성
ㅇ 운영방법
- 현지파견(onsite) 인턴십 : 해외 수요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체류하며 근무
- 온라인(virtual) 인턴십 : 해외 수요기업과 원격으로 소통하며 한국에서 근무
ㅇ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원) 졸업 후 3년 이내의 미취업자로서
* 대학 졸업예정자 : 6학기 이상 이수자

- 만 34세 이하의 한국 국적자로 해외 취업ㆍ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며,
- 공고일 기준 한국 거주 만 2개월 이상인 자
ㅇ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ㅇ 지원기간 : 최대 5.5개월 (단, 2021. 12. 31.일까지만 지원)
ㅇ 지원내용
- 기업과 인턴 희망 디자이너 간 1:1 매칭
- 현지파견 인턴십 : 국외 여비(항공료, 보험료, 현지 체재비 등) 등
- 온라인 인턴십 : 원격 근무 공간, 필요 기자재, 인턴십 지원비 등
□ 접수기간 : 2021. 6. 25.(금)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ㅇ 접수 URL : https://forms.gle/Sh7HJBwDHE8kQ4kq6
□ 문의처
ㅇ 담당자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서나라 책임연구원
ㅇ 연락처 : T. 031-780-2227, E. designinternship@kidp.or.kr
붙 임 : 글로벌디자인인턴십 프로그램 인턴 희망 디자이너 모집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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