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화상면접주간 참가 신청서 

회 사 개 요 

회사명*  

대표자명*  설립년*  

업종*  사원수*  

주소*  

전화번호*  연매출  

홈페이지  

회사 소개*  

면접 희망 인력 (복수 선택 가능) 

한국인 한국내 근로경험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한국유학 경험 보유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인 전문 인력 (엔지니어, 프로그램 등)
 

2021 년 10 월 ~ 2022 년 1 분기 예상 채용 정보 

구인 직종*  채용 인원*  

입사가능시기  

주요 업무*(100 자이상)  

성별*  학력*  

우대 사항* 경력 or 신입 :                                                         외국어능력 : 

전공분야 : 

나이 제한 :  

기타 우대 사항 :  

채용 형태* 정규직 / 계약직 

임금 수준 (연봉)*  

급여에 대한 추가 사항 :   

보험가입 지원여부* 인도네시아 근로/건강보장보험 가입 지원여부 :  

보험에 대한 추가 사항 :   

근무처*  근무 시간*  

제출 서류*  

선발 절차*  

기타 사항  

구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http://www.kotra.or.kr/kh/service/KHSBUA093M.html?MENU_CD=T0314&TOP_MENU_CD=T0300&LEFT_MENU_CD=T0314&PARENT_MENU_CD=


K-MOVE 소개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외 취업 및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글로벌 플랫폼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만 34 세이하, 본인〮부모 및 

배우자합산소득 8 분의 이하 

해외취업성공자 

 취업 전 월드잡플러스 

사이트에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한 자에 한함 

지원내용 

 선진국 분류국가, 취업애로 

청년층-최대 400 만원 

(1 차 200 만원,2 차 200 만원) 

 지원금 우대국가 (인도네시아) 

최대 600 만원 -  

1 차: 취업후 1 개월 300 만원,  

2 차: 취업 후 6 개월 100 만원,  

3 차: 취업후 12 개월 200 만원 

취업인정요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자 

 연봉 1,700 만원 이상인 자 

 근로계약기간이 1 년 이상인 

자 

 직업안정법상 허용되는 

취업직종 근무자 

 

 

 

 

 

해외취업 〮 인턴 〮 봉사 〮 창업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청년 

해외진출 포털 

 

한인이 필요한 No.1 

인도네시아 뉴스포털 

구인기업을 위한 구인공고 지원  

(1)한국 청년 구직자(제한 없음),    (2)인도네시아인 전문 인력(국내 본사의 인니 법인)] 

ㅇ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 센터 

권미영 센터장 (mykwon@hrdkorea.or.kr) 

울비아(Indonesia.eps@gamil.com)/ 021-79186012 

ㅇ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K-MOVE 센터 

조재신 과장 (kotrajakarta2018@gmail.com) /+62-8118406692, / Kakao ID : jschoindonesia  

쁘레실 (presil@kotra.or.kr ) / 021-5741522  

 

 

인도네시아 최대 구인정보 사이트 

(한국기업의 인니 진출법인이 대졸 

이상 인니인 전문인력 채용 시) 

해외취업자를 위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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