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청년 디자이너 모집 안내

□ 지원내용 : 디자인전문기업, 디자인 활용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디자이

너를 매칭하여 최대 6개월의 인턴십 지원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지원규모 : 300명 내외

□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

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세부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청년 디자이너 참가자격 세부기준>

최종학력 세부기준

대학원 디자인 관련학과 석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학사 4년제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전문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의 디자인 관력학과 졸업자

비전공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

□ 신청방법

 ㅇ 모집기간 : 2022. 1. 28.(금) ~ 2. 28.(월), 1개월

      * 단, 지원 규모 미충족 시 하반기 모집 가능 

 ㅇ 신청서 제출 : intern.kidp.or.kr 사이트에서 디자이너 회원 가입 후 

[국내인턴 참가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ㅇ 제출서류



제출 서류명 서식 세부내용

이력서 -
ㆍ자유양식
ㆍ국문, 1장 이내

최종 학력 증명서 -
ㆍ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ㆍ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등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ㆍ발급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ㆍ보험구분: 고용보험
ㆍ고용보험 가입 전체 이력 출력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1
사업 관련 주요 안내사항 동의서 3-2

□ 지원절차

참가 신청 적정성 평가 매칭 인턴십 시작

청년
참가신청
서류 제출

è
사업

참가자격
검토 합격

è

인턴 지원 
사이트 내
기업 인턴
모집공고에 

지원

è

기업의 자체 
채용전형 
응시, 합격
(면접 등)

è
기업과

채용계약,
인턴십 시작

청년 디자이너 평가위원회 청년 디자이너 청년 디자이너 인턴 디자이너

 ㅇ 적정성 평가 : 청년 디자이너의 사업 참가자격 검토

 ㅇ 신청기업 - 청년 디자이너 매칭

   - 청년 디자이너는 인턴 지원 사이트를 통하여 기업의 인턴 모집공고 

지원 및 채용 전형 응시

   - 기업은 모집공고에 지원한 청년 디자이너에 대한 자체 채용전형 실

시 후 최종 인턴 디자이너 채용대상자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통보

 ㅇ 채용계약 체결 : 기업과 청년 디자이너 간 인턴 채용 계약 체결

□ 문의처

 ㅇ 담당부서 : 한국디자인진흥원 인재육성실 미래일자리팀

 ㅇ 연락처 : 031-780-2029

 ㅇ 이메일 : kpowerup@kidp.or.kr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이메일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