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동계 홍콩한인상공회 인턴 모집 안내 ***

1. 실습기관 : 2017.9.18.(월) 공개 예정
2. 실습기간 : 2018.1.2.(월)~ 2018.6.29.(금), 총6개월
3. 선발인원 : 00명
4. 신청기간 : 2017. 9. 18(월) ~ 9. 25(월)
5. 자격조건
- 학년 : 3학년 이상 재학생
- 성적 : 평점평균 3.0 이상
6. 신청방법 : 취업홈페이지(http://job.kangwon.ac.kr)
- 취업프로그램 – 2018학년도 동계 홍콩 한인상공회 인턴 모집
- 지원자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홍콩한인상공회의소 양식)을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7. 선발일정 : 학생모집(~9.25) -> 지원자 면접(9.26~9.27) -> 매칭(10.9~10.20, 개별
적으로 연락) -> 채용자결정(2017.11.6.~11.10)
8. 최종 합격자에 대한 지원내역
- 학교지원 : 150만원 (초기 비용에 대한 지원), 학점(국외인턴십1, 18학점)
- 기업지원 : 월HKD5,520 이상 지급(기업별, 업무별 상이함)
9. 지출내용(개인부담) : 숙식, 비자발급, 항공권 등
10.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홍콩한인상공회 사업안내문을 참고바람

[문의사항 : 033-250-7461 / 취업지원과 현장실습지원센터]

2017년도 하반기 제8차 홍콩한인상공회
대학생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요식업) 사업안

2017.09.04

홍콩한인상공회 사무국

1. 사업 취지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
취업으로의 연계 목적

2. 개 요
가. 사 업 명: 2018년도 상반기 제8차 홍콩한인상공회 대학생 인턴십과 워킹홀리데이(요식업) 사업
나. 사업대상: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졸업예정자), 휴학생 (단, 외국인 재학생 제외)
다. 인턴 근무 실시 기간: 2018.01.02(화)~2018.06.29(금), 총 6개월
라. 인턴십 참가 대학교 조건: 홍콩한인상공회와 인턴십 관련 MOU 체결을 한 국내 대학교 총 15곳
*기 통보한 바와 같이, 홍콩한인상공회와 MOU를 협약한 대학교 개편에 따라 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결
정 완료 및 근무 시작 후 중도포기자 발생 빈도가 높은 대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본 인턴십 및 워홀러 사업
참여 제한 방침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하여 지원자 접수 시 반드시 대학교에서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춘 인
재들을 1차적으로 심사를(이력서/인성)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채용 기업 조건 : 홍콩한인상공회 회원사

3. 사업 준비 계획(안)
가. 사업 준비 진행 일정
일

정

인턴십 및 워홀러 사업
협조 공문 발송

날

짜

2017.09.04(월)

인턴 채용 희망 업체 모집

2017.09.04(월)~2017.09.15(금)

지원자 접수

2017.09.18(월)~2017.10.06(금)

(1차 매칭)
인턴십 지원자와 채용
기업과의 매칭

채용자 결정 확인
채용자 홍콩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
(국내 중국 영사관)
채용자 홍콩 도착일 및
비자 취득 여부 확인
인턴 및 워홀러 도착일
통보 및 채용확인서 제출

2017.10.09(월)~2017.10.20(금)
(2차 매칭- 1차 비매칭 기업/
지원자만 가능)
2017.10.23(월)~2017.11.03(금)

2017.11.06(월)~2017.11.10(금)
2017.11.06(월)~2017.12.01(금)
2017.12.04(월)~2017.12.08(금)
2017.12.11(월)~2017.12.15(금)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일정

2017.12.27(수)

홍콩 취업 전략 설명회

2017.12.28(목)

제8차 인턴십 및 워홀러
사업시작(인턴사원근무시작)

2018.01.02(월)

비 고
홍콩한인상공회 회원사 및
홍콩한인상공회와 MOU체결을 한
국내 대학교
홍콩한인상공회 회원사
홍콩한인상공회와 MOU 체결한
대학교
1. 각 해당 기업체와 지원자간의 개별
연락으로 인터뷰 시작
2. 이후 기업은 지원자 채용 확정
여부를 가능한 마감일전까지
상공회로 전달하고,
3.지원자는 학교 담당자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여 상호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매칭이 안된 기업과 지원자는 2차 재
매칭을 위하여 상공회에서 개별 연락
채용 합격된 지원자가 있는 대학교에만
별도 통보
채용자는 비자가 나왔을 경우 각
학교측으로 알림.
각 대학교에서 상공회로 채용자
항공일정 및 비자 취득 여부를 알림
최종 매칭이 성공한 기업에게만 알림
기업-채용확인서[해당대학교 제출용]
상공회로 제출
최종 채용자만 참석
공동주관:주홍콩총영사관, KOTRA
홍콩무역관 (예정)
2018.01.02(월)~2018.06.29(금),
총 6개월

라. 홍콩워킹홀리데이 비자 준비 사항 - 채용확정자에 한함.
(11월 06일~ 12월 1일 전까지 비자 신청 및 취득)
▶신청방법
홍콩 이민국 워킹홀리데이 사이트에서 비자 신청 가이던스 및 비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또는 주부산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주광주중화인민공
화국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출서류
• 비자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immd.gov.hk/eng/forms/forms/id-e-940.html]

*유첨된 비자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 증명사진 (여권용) 1매 [신청서 부착]
• 여권
• 여권사본 (여권사진과 정보가 기재된 페이지)
• 예금잔고증명서 (반드시 본인명/영문본)(HKD 20,000 이상/대략 300만원이상)
• 왕복항공권 (본 비자법 체류기간내 귀국증명서류)
• 보험증명서(반드시 영문본, 사본) (홍콩 체류예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여행자 보험, 1년 보험)
• 수수료 없음
▶신청 장소
* 공휴일 : 한중 양국의 공휴일에 따라 업무시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영사부의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공지 참고
(1) [서울]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사이트 이동➝ [www.chinaemb.or.kr/kor]
• 업무시간: (오전}월~금요일 오전 9:00~11:30
(오후)월~목요일 오후 13:30~15:30 (금요일 오후는 대외업무 없음)
• 발급시간: 월~금요일 오전 9:00~11:50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 전화 : 02)756-7300, 755-0453, 755-0456
(2) [부산] 주부산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사이트 이동➝ [busan.china-consulate.org/kor/]
• 업무시간: (오전}월~금요일 오전 9:00~11:30 (발급업무 포함)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47 (우2동 1418번지)
• 전화 : 051)743-7990
(3) [광주] 주광주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관 사이트 이동➝ [gwangju.china-consulate.org/kor/]
• 업무시간: (오전}월~금요일 오전 9:00~11:30 (발급업무 포함)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6번지
• 전화 : 062) 368-8688

나. 채용 조건 사항

대학생 인턴십
대 상

기 간

워킹홀리데이(요식업)

대학교 재학생, 졸업자(예정자)

대학교 재학생, 졸업자(예정자), 휴학생

6개월

6개월

*홍콩워킹홀리데이 규정법에 의거하여

*홍콩워킹홀리데이 규정법에 의거하여

한 직장에서 6개월까지만 가능

숙 식
급여 수준
해당 업무
기 타

본인 부담
* 주거지 환경정보만 상공회에서 제공

한 직장에서 6개월까지만 가능

채용 업체 부담

HKD5,520 / 월 이상

HKD 10,000 / 월 이상

* 업무환경,업무량 경중에 따라 차이있음

* 업무환경,업무량 경중에 따라 차이있음

무역업무 보조, 일반 사무직 보조,

판매영업보조, 홀서비스, 조리,등

상품시장조사, 판매영업보조

요식업 관련 실무

학점 인정

다. 서류 준비 사항 (10월 06일전까지 지원자 이력서 상공회로 서류 제출 )
▶ 서류전형 [홍콩한인상공회 인턴십 지원신청서양식 사용 권장]
* 자필, 흑백/모바일 사진 및 부성실한 내용 작성 제출시 기업 매칭에서 인터뷰 없이 불합격 될 수 있음.

➀ 지원자 신청서 1부(PDF파일권장) [유첨된 작성요령 참조]
➁ 자기소개서 1부(PDF파일권장)
▶ 지원 가능자
➀ 홍콩한인상공회와 연계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 4학년,
전문대학교 3학년 재학생 혹은 졸업자(예정자) 및 휴학생
➁ 채용 기업에서 희망하는 학과 및 업무와 관련성(학과)이 있는 자
➂ 본 인턴십 참여에 보호자 반대사유가 없는 자
➃ 해당지역 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MERS 및 신종플루 비감염자)
➅ 타 국가 문화 생활 이해 및 적응에 문제가 없는 자
▶ 지원 불가능자
➀ 홍콩한인상공회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국내 대학교 4학년,
전문대학교 3학년 재학생 혹은 졸업자(예정자) 및 휴학생
➁ 외국인 재학생 혹은 졸업자(예정자) 및 휴학생
*홍콩한인상공회와 연계된 국내대학교포함
➂ 홍콩워킹홀리데이 비자(1년)를 취득 후 비자가 만료된 자

▶주의 사항
(1) 홍콩워킹홀리비자 신청 후 취득까지 약

2주~3주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상기에 명시된 사항대로 준비하여 가까운 영사관으로 방문하여 비자 신청 할 것.
(2) 특히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은 상당히 분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늦은 오후 시간대 이용
시 당일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오전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할 것.
(3) 비자 수령시 받은 비자 스티커는 절대 본인이 직접 여권에 부착하면 안되고, 홍콩 입국시
이미그래이션 입경 직원이 부착하도록 해야함.
(4) 본 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 신청 후 3개월 안에는 홍콩을 입국해야함.
(5) 본 비자는 1회 12개월 체류기간만을 제공하므로, 비자신청 후 승인시 취소 될 수 없으며,
또한, 비자취득 후 유효기간내 홍콩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본 비자를 재신청 할 수 없음.

마. 대학교 측 항공 일정 제출 사항 (12월 04일~ 12월 08일전까지 상공회로 항공일정 제출)
▶예)
학생명

성별

영문명

학과

출국일

Arrival 시간

항공

홍길동

남

Hong,GilDong

영문학과

2015.12.23

00:30

대한항공

바. 오리엔테이션 일정 (예정) [최종 합격된 지원자만 참석]
(2017년 12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상공회 사무실)
시

간

내 용

연 사

09:30~09:35

개회 및 프로그램 안내

홍콩한인상공회- 김녕 과장

09:35~10:00

상공회 인턴십 사업 소개

홍콩한인상공회- 김녕 과장

10:00~10:15

현지 통신사 개통

10:15~11:00
11:00~12:00

스마톤 김윤영 (Sales Manager)

조 찬 및 인턴십 사업 관련 질의응답
(사전 숙소 장소 시물레이션을 통한 온라인 답사 1)

상공회 인턴십 숙소 탐방
(숙소 - 상공회가 지정한 숙소 직접 탐방 2 )

* 홍콩한인상공회 위치 - 하기 위치 링크 사이트 참조
http://www.kocham.hk/xe/index.php?mid=map

사. 홍콩 취업 전략 설명회 (예정)

1. 행사 취지
▶ 홍콩한인상공회 인턴십 사업을 통한 채용확정자를 대상으로 해외 근무시 필요한 기본 소양과 현지
근무 환경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인지시키고, 해외 산업현장 실무에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

2. 개 요
가. 행 사 명:

2018년 상반기 홍콩 취업 전략 설명회

나. 일

정: 12월 28일(목), 오전 10시~ 12시 15분

다. 장

소: 추후 통보

라. 공동 주관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KOTRA 홍콩무역관, 홍콩한인상공회
마. 참가 규모 : 홍콩한인상공회 인턴십 채용확정자

아. 홍콩한인상공회만의 인턴십 사업 특별 무상 지원 사항
숙소 탐방
지원 사항

홍콩한인상공회 & 일반적 상황 비교
홍콩한인상공회

일반적 상황

1인당 HKD3,000~4,000 정도의

1.홍콩 거주시 비싼 월세
비용 지출 부담

월세 방을 탐방할 수 있도록

HKD6,000~10,000이상

지원합니다. (원룸뿐만아니라,

(2016년 세계에서 거주비용이 가장
비싼 나라 2위: 홍콩)

2,4,6인 등이 함께 금액을 나누어
서 살 수 있는 곳도 탐방함.)

2.외국인 단기계약의 어려움

6개월 계약 가능하도록

통상 1년 혹은 2년 계약만 가능

지원합니다. (상공회 연계

(외국인의 경우에서는 단기계약은

부동산만)

매우 어려움.)

대부분의 홍콩현지 부동산은
광동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인 어려움으로부터 (계약 내용

3.계약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기세,수도세 명의 이전 등),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함.

계약금 지불 및 집주인과의 시간
약속) 해결해 주기 위하여 상공회
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통신사 개통
지원 사항

홍콩한인상공회 & 일반적 상황 비교
홍콩한인상공회

일반적 상황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함.

홍콩한인상공회 회원사인

Smartone통신사 기업측의 협조
현지 통신사 단기간 계약

로, 본 인턴십 사업을 통해 오는
학생들에게만 저렴한 가격으로
6개월 단기간 통신사 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2년 약정계약이 일반적임)

-또한 홍콩ID카드가 없을시,
Deposit HKD 3,000를 납부 후
가입해야하며, 혹은 홍콩ID카드
가 있다 해도 홍콩 주소지 본인
명의 증명서가 필요한 절차 등이
있음.

홍콩한인상공회 지원 관련 주의 사항

▶신청 자격 : 최종 채용합격자
▶신청 방법 : 지원사항 신청서에 지원받고자하는 사항에 표기한 후 마감일까지 제출
▶신청 주의 사항 :
-부동산 지원 부분◉부동산 지원 부분은 상공회측에서는 학생들이 홍콩에서 저렴하면서 안전한 숙소를
찾기 어렵고, 또한 계약 진행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며 숙소를 탐방 후에도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을 하게 합니다. 상공회에서는 첫 계약 진행 및 계약
후 숙소 문제 발생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도와드립니다.
홍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하여 주택 임대 계약시 2개월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합니다. 이 비용은 계약 만료 후에 다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비용입니
다. 만약,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인턴십기간 도중 귀국시(중도 퇴사)에는 홍
콩의 임대차 계약 관습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계약서 파기 및 특정 조항의 무효화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 통신사 단기간 계약 지원 부분◉현지 통신사 단기간 계약 지원 부분은 상공회측에서 학생들이 홍콩에 도착 후 모바
일 사용의 불편함과 결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사전에 본인들의 의사결정
에 따라 선택하게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당일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현지 통신사 Sim Card를 지급하고, 당일
오후 4시경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6개월간의 인턴 업무를 마치기 일주
일 전에는 통신사쪽에 연락을 취하여 해제를 반드시 해야하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
는 본인의 명으로 계속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청시 본인의 여권사본이 제출되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