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나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SK하이닉스의 체계화된 교육 훈련과
SK하이닉스 우수 협력사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
•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 누구나(외국인 제외)

주요 일정
구분

세부일정

서류 모집

2019년 04월 22일(월) ~ 05월 13일(월)

면접 진행

2019년 05월 29일(수) ~ 06월 05일(수)

모집 분야

교육 기간

2019년 07월 01일(월) ~ 08월 14일(수) 총 7주

• 모집 기업 : SK하이닉스 우수 협력사
• 모집 분야 : 반도체, 건설, 생산/품질, ICT, 경영일반 등

인턴 기간

2019년 08월 19일(월) ~ 1 1 월 18일(월)

※ 프로그램 지원일 기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

참여자 혜택
• SK하이닉스 전임강사와
업계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고품질 교육
• SK하이닉스 우수 협력사 인턴십 기회 제공
• 교육 훈련비 : 100만원(7주)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청년희망나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http://sharing.skhynix.com (4월 말 오픈 예정)

문의사항

• 인턴 급여 : 600만원(200만원/월×3개월, 세전)

• 청년희망나눔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khynixnanum

• 근속 축하금 : 300만원(세전)

• 대표번호 : 1599-0711

2019

청년희망나눔과
함께 할
내 일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SK하이닉스의 체계화된 교육 훈련과
SK하이닉스 우수 협력사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대상
•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 누구나(외국인 제외)
※ 프로그램 지원일 기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

모집 분야
• 모집 기업 : SK하이닉스 우수 협력사
• 모집 분야 : 반도체, 건설, 생산/품질, ICT, 경영일반 등

참여자 혜택
• SK하이닉스 전임강사와 업계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고품질 교육
• SK하이닉스 우수 협력사 인턴십 기회 제공
• 교육 훈련비 : 100만원(7주)
• 인턴 급여 : 600만원(200만원/월×3개월, 세전)
• 근속 축하금 : 300만원(세전)

주요 일정
구분

세부일정

서류 모집

2019년 04월 22일(월) ~ 05월 13일(월)

면접 진행

2019년 05월 29일(수) ~ 06월 05일(수)

교육 기간

2019년 07월 01일(월) ~ 08월 14일(수) 총 7주

인턴 기간

2019년 08월 19일(월) ~ 1 1 월 18일(월)

※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청년희망나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신청
http://sharing.skhynix.com (4월 말 오픈 예정)

문의사항
• 청년희망나눔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skhynixnanum
• 대표번호 : 159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