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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화면 안내

1. 신청서는 기업정보, 대표자/담당자 정보, 모집요
강 세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2. 한상넷>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일반 기업정보는 입력시 작성한 정보를 불러옵니

다.
- 변경이 필요하거나 미 입력된 경우에는 “2”번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상넷>마이페이지>기업정
보＂로 이동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4. 인턴사원으로 근무중인 인원수와 이전에 근무하
였던 인원수를 선택합니다.

5. 회사소개는 최대 500자 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6. 회사사진은 “JPG, PNG, GIF” 형태의 세종류 이미

지 등록이 가능하며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7.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지나 pdf 유형의 파일 업로

드가 가능합니다.
8. 회사소개서는 이미지나 일반 문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9. 저장 : 입력정보를 저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입력정보를 저장 후 다음단계
로 이동합니다.

주의 : 
- 입력항목명에 ”*”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
기에 입력이 안되면 저장이 안됩니다.

è 01. 채용신청관리 > 기업정보

채용신청서 중 기업정보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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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는 기업정보, 대표자/담당자 정보, 모집요
강 세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2. 한상넷>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일반 기업정보는 입력시 작성한 정보를 불러옵니

다.
- 변경이 필요하거나 미 입력된 경우에는 “2”번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상넷>마이페이지>기업정
보＂로 이동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4. 인턴사원으로 근무중인 인원수와 이전에 근무하
였던 인원수를 선택합니다.

5. 회사소개는 최대 500자 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6. 회사사진은 “JPG, PNG, GIF” 형태의 세종류 이미

지 등록이 가능하며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7.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지나 pdf 유형의 파일 업로

드가 가능합니다.
8. 회사소개서는 이미지나 일반 문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9. 저장 : 입력정보를 저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입력정보를 저장 후 다음단계
로 이동합니다.

주의 : 
- 입력항목명에 ”*”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
기에 입력이 안되면 저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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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시, 기업정보 및 비즈니스 정보가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정보로 이동합니다. 기업정보에서 정보를 등록한 이 후, 채용신청

절차를 이어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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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화면 안내

1. 신청서는 기업정보, 대표자/담당자 정보, 모집요
강 세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2. 한상넷>기업정보로 이동합니다.
3. 일반 기업정보는 입력시 작성한 정보를 불러옵니

다.
- 변경이 필요하거나 미 입력된 경우에는 “2”번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상넷>기업정보＂로 이동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수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5. 인턴사원으로 근무중인 인원수와 이전에 근무하

였던 인원수를 선택합니다.
6. 회사소개는 최대 500자 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7. 회사사진은 “JPG, PNG, GIF” 형태의 세 종류 이미

지 등록이 가능하며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8.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지나 pdf 유형의 파일 업로

드가 가능합니다.
9. 회사소개서는 이미지나 일반 문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10. 저장 : 입력정보를 저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입력정보를 저장 후 다음단계
로 이동합니다.

주의 : 
-입력항목명에 ”*”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
기에 입력이 안되면 저장이 안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인턴 채용기업 모
집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è 03. 채용신청관리 > 기업정보

채용신청서 중 기업정보 입력화면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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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는 기업정보, 대표자/담당자 정보, 모집요
강 세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2. 한상넷>기업정보로 이동합니다.
3. 일반 기업정보는 입력시 작성한 정보를 불러옵니

다.
- 변경이 필요하거나 미 입력된 경우에는 “2”번
버튼을 클릭하셔서 “한상넷>기업정보＂로 이동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4. 상시 근로자수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5. 인턴사원으로 근무중인 인원수와 이전에 근무하

였던 인원수를 선택합니다.
6. 회사소개는 최대 500자 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7. 회사사진은 “JPG, PNG, GIF” 형태의 세 종류 이미

지 등록이 가능하며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8. 사업자 등록증은 이미지나 pdf 유형의 파일 업로

드가 가능합니다.
9. 회사소개서는 이미지나 일반 문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10. 저장 : 입력정보를 저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입력정보를 저장 후 다음단계
로 이동합니다.

주의 : 
-입력항목명에 ”*”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
기에 입력이 안되면 저장이 안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인턴 채용기업 모
집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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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화면 안내

1. 입력이 완료되고 저장된 단계는 단계명 옆에 (수
정)이라는 표시가 추가됩니다.

2. 한상넷>기업정보이동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대표자 정보 입력란입니다.

- 입력이 가능한 부분은 입력박스로 표시가 됩니
다.

4. 담당자 정보 입력란입니다.
- 항목명에 “*” 표시된 항목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휴대폰 정보는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5. 이전단계 : 저장없이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저장 : 입력정보를 저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입력정보를 저장 후 다음단계
로 이동합니다.

참고 : 
- 지원자는 대표자/담당자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 연락처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è 03. 채용신청관리 > 대표자/담당자정보

채용신청서 중 대표자/담당자정보 입력화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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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이동

PAGE 6

1. 입력이 완료되고 저장된 단계는 단계명 옆에 (수
정)이라는 표시가 추가됩니다.

2. 한상넷>기업정보이동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대표자 정보 입력란입니다.

- 입력이 가능한 부분은 입력박스로 표시가 됩니
다.

4. 담당자 정보 입력란입니다.
- 항목명에 “*” 표시된 항목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휴대폰 정보는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5. 이전단계 : 저장없이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저장 : 입력정보를 저장합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 : 입력정보를 저장 후 다음단계
로 이동합니다.

참고 : 
- 지원자는 대표자/담당자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 연락처는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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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화면 안내

1. 업무분야를 선택합니다.
- 1순위 입력은 필수이고 2~3단계는 선택입력 항
목입니다.

2. 모집인원을 선택합니다.
3. 희망출국시기를 선택합니다.
4. 일근무시간을 선택합니다.

- 정확한 시간이 없는 경우는 가장 비슷한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5. 주당근무일수를 선택합니다
- 정확한 근무일수가 없는 경우엔 가장 비슷한 일
수를 선택해주세요.

6. 한국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참여가능 여부를 선택
합니다.
- 참가 불가능일 경우 재단에서 진행합니다.

7. 인턴 후 채용의사 여부를 선택합니다.
8. 자격요건을 선택합니다

- 외국어 및 구사능력, 해외경험 자격여부를 입력
합니다.

참고 : 
- 지원자는 모집인원과 희망출국시기 항목을 볼 수
없습니다.
- “*”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고 없는 항목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신청서 저장이 됩니다.

è 03. 채용신청관리 > 모집요강 (1/2)

채용신청서 중 모집요강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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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분야를 선택합니다.
- 1순위 입력은 필수이고 2~3단계는 선택입력 항
목입니다.

2. 모집인원을 선택합니다.
3. 희망출국시기를 선택합니다.
4. 일근무시간을 선택합니다.

- 정확한 시간이 없는 경우는 가장 비슷한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5. 주당근무일수를 선택합니다
- 정확한 근무일수가 없는 경우엔 가장 비슷한 일
수를 선택해주세요.

6. 한국에서 진행되는 면접에 참여가능 여부를 선택
합니다.
- 참가 불가능일 경우 재단에서 진행합니다.

7. 인턴 후 채용의사 여부를 선택합니다.
8. 자격요건을 선택합니다

- 외국어 및 구사능력, 해외경험 자격여부를 입력
합니다.

참고 : 
- 지원자는 모집인원과 희망출국시기 항목을 볼 수
없습니다.
- “*” 항목은 필수입력 항목이고 없는 항목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신청서 저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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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화면 안내

1. 지원자 우대사항을 입력합니다.
2. 인턴 VISA 지원여부를 선택합니다.

- 가능일 경우 비자종류를 입력해주세요.
3. 채용 시 VISA 지원여부를 선택합니다.

- 가능일 경우 비자종류를 입력해주세요.
4. 기업지원사항을 선택합니다.

- 지원이 있는 경우 세부항목을 선택해주세요.
5~7. 기타사항을 입력합니다.

- 최대 5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8.  이전단계 : 저장없이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9.  저장 : 입력정보를 저장합니다
10. 미리보기 : 단계별 입력한 정보를 한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 저장이 안된 경우엔 저장하기 안내창이
생성됩니다.

11. 제출하기 : 입력된 정보를 인턴사원 채용신청을
합니다.
- 채용기업 모집공고 기간이 아닐 경우엔 제출하
기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 
- 지원자는 VISA지원여부 항목을 볼 수 없습니다.

è 03. 채용신청관리 > 모집요강 (2/2)

채용신청서 중 모집요강 입력화면
1

2 3

4

기업 신청 매뉴얼

PAGE 8

1. 지원자 우대사항을 입력합니다.
2. 인턴 VISA 지원여부를 선택합니다.

- 가능일 경우 비자종류를 입력해주세요.
3. 채용 시 VISA 지원여부를 선택합니다.

- 가능일 경우 비자종류를 입력해주세요.
4. 기업지원사항을 선택합니다.

- 지원이 있는 경우 세부항목을 선택해주세요.
5~7. 기타사항을 입력합니다.

- 최대 5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8.  이전단계 : 저장없이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9.  저장 : 입력정보를 저장합니다
10. 미리보기 : 단계별 입력한 정보를 한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 저장이 안된 경우엔 저장하기 안내창이
생성됩니다.

11. 제출하기 : 입력된 정보를 인턴사원 채용신청을
합니다.
- 채용기업 모집공고 기간이 아닐 경우엔 제출하
기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 
- 지원자는 VISA지원여부 항목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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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