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인턴십 FAQ

1. 지원자격 내 ②,③의 ‘현장실습’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현장실습’이라 함은 국내외 산업현장 또는 관련 기관과 소정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대학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교육 및 실습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이수하였거나 수
강 중인 과목 중에 현장실습으로 분류되는 과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학사지
원팀(02-2123-2086,2096) 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8학기 재학 중이지만 초과학기 수강예정자도 포함되나요?
-> 초과학기와 무관하게 3학기에서 7학기 학부 재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3. 휴학생도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한데, 지원자격이 안되나요?
-> 계절학기에 휴학생도 교과목 수강이 가능하나, 스타트업 인턴십의 활동지원금 대상이
휴학생 불가하여 스타트업 인턴십 대상은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20년 2학기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학기 복학예정자도 불가합니다.

4. 활동지원금 A유형과 B유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지원금 수령액 및 지원내용의 차이가 있고, 실습기업, 지원서 제출은 동일합니다. 1개
의 유형만을 선택하기보다는 2개 유형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과 매칭 될 확률이 높으
니 2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희망 창업기업은 3개를 선택하는데 지원서는 1개만 작성해야 하나요? 기업별
직무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 지원서는 1개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서도 학생이 1순위~3순위를 지원한다
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3번 문항 내 각 희망하는 기업 직무에 대해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6. 포트폴리오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는데, 파일은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 지원서 내에 포트폴리오 링크를 삽입하거나, 창업지원단 이메일(jungme@yonsei.ac.kr)
로 제출해주시면 기업에게 지원서와 같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7. 희망 창업기업을 3개 선택하면 3개 기업 모두 면접을 볼 수 있나요?
-> 창업지원단에서는 기업에게 3개 기업 모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기
업에게 많은 지원자가 지원할 경우 부득이하게 면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8. 희망 창업기업이외에 매칭이 완료되지 않은 창업기업에 면접을 볼 수 있나요?
-> 구글 내 신청서 항목 중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기업의 면접을 희망’하는 항목이 있습
니다. 체크를 해주신 창업지원단에서 직무 등을 고려하여 추가 매칭 후 연락할 예정입
니다.

9. 신청링크(http://bit.ly/스타트업인턴십)가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구글 신청링크: https://forms.gle/FVwhUbBN6qqMiNU3A 으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10. 학생처 커리어 연세에서도 인턴십을 진행하는데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커리어 연세에서 진행하는 인턴십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