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

- 산업체위탁교육 일반과정 & 협약과정 -

신 안 산 대 학 교
[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초지동) 신안산대학교 교무입학처
전화 031-490-6512 / 팩스 031-490-6199 / 입학홈페이지 http://apply.sau.ac.kr

2020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일반/협약) 모집계획
1.

산업체위탁교육 개요

산업체위탁교육은 산업현장에 계속 근무 중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원에게 대학의
전문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인의 평생교육･계속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제도입니다. 산업체
는 대학의 전문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원(직원)을 선발하여 우리대학 해당학과에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우리대
학은 위탁 받은 사원(직원)을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입학시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시킨 후 정규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학위를 부여합니다.

2.

모집학과 및 선발인원
모집인원
학

상담전화(031-490-○○○○)

과
일반과정

협약과정

학 과 실

책임교수

산업경영과

40

-

6095

6098

호텔조리과

-

40

6100

6102

호텔외식경영과

-

40

8910

8912

뷰티디자인과

-

40

8915

8917

계

40

120

1) 모집학과 및 선발인원은 교육부 정원조정결과 및 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학과별 등록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과정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3) 일반과정은 경력 9개월 이상자[2020.03.01(일)기준-경력합산가능] / 협약과정은 경력기간 불필요
4) 일반과정이란
- 주 5일간 (18:00~22:30)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9개월 이상의 산업체 재직경력자를 위한 과정
5) 협약과정이란
- 해당 산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주 2일간 (09:00~22:30 이내)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MOU체결 산업체
근무중인 자를 위한 과정
※본 수업시간은 해당 산업체의 교육적 요구사항 반영 및 협의에 따라 수업시간을 신축적으로 편성·운영
- 대학+산업체의 MOU 체결에 의한 자는 9개월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
- 단,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해야 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
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0.2월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가능
6) 본 전형은 수시 및 정시에 지원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3.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본 대학 교무입학처
(본관1F)
031-490-6512
원서교부 및 접수

2019. 12. 02(월)
~ 2020. 01. 24(금)

비

고

ㆍ본 대학 입학홈페이지 내 원서다운로드
ㆍ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ㆍ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중 10:00~17:00
ㆍ제출서류 : 5번 안내지침 참조

ㆍ본 대학 입학홈페이지 내 원서다운로드
ㆍ해당고교 담당선생님이 통합 접수하여 방문
해당고교 담당선생님
또는 우편접수
ㆍ제출서류 : 5번 안내지침 참조
입학홈페이지
및 SMS

합격자발표

2020. 01. 31(금)

합격자등록

2020. 02. 06(목)
~ 2020. 02. 10(월)

기업은행 전국지점

추가모집
(미충원시 시행)

~ 2020. 02. 29(토)

본 대학 교무입학처
031-490-6512

ㆍ입학홈페이지 및 SMS통보
ㆍ본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출력 후
ㆍ기업은행가상계좌에 입금
ㆍ결원이 있을 시 모집함.
ㆍ법정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중 10:00~17:00

1) 상기일정은 교육부 및 본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학홈페이지 참조

4.

접수방법 및 원서접수비용
모집구분

지원방법

전형료

일반모집

원서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당고교 담당선생님이 통합
20,000원
협약모집
접수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류제출처]154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초지동) 신안산대학교 위탁교육담당자 앞
[입학문의] 교무입학처 입학팀 031-490-6512

5.

제출서류

구분
입학
원서
고교
학력

산업체

제출서류
ㆍ입학원서(대학양식) 1부
ㆍ위탁교육계약서 (대학양식) 2부
ㆍ고등학교 졸업증명서(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1부
ㆍ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생활기록부 등 위탁직업교육과정 확인 가능한
서류 또는 수료증 제출

발급처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

출신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ㆍ재직증명서(지원자 회사 소정양식) 1부

해당 산업체

ㆍ4대 사회보험 서류(각 1부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산재보험자격 이력내역서
※4대 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6.

지원자격
모집구분

일반과정(재직경력 9개월 이상)

협약과정(재직경력 없음.)

ㆍ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ㆍ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에 현재 근무 중인 자(재직경력 9개월 이상자)

지원자격

ㆍ협약과정자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5호,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0.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협약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ㆍ모집당시 협약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ㆍ모집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20학년도 개시일 전일(20.2.29)로 함.

재직기준

ㆍ재직경력 9개월: 입학일 기준(20.3.1) 기준으로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재확인 시점은 20학년도 개시일 전일(20.2.29)로 함.
ㆍ재직경력: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5호,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중ㆍ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0.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대학-산업
체간 협약(MOU)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직경력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ㆍ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적기준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ㆍ좌측내용 동일
ㆍ채용을 전제로 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자,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5호,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중ㆍ고등
학교 졸업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20.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재직
(대학-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

-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재직여부확인
통학거리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ㆍ매년 3월, 9월(2학기부터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연2회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ㆍ제출서류 : 4대 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및 2학기부터는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
ㆍ우리대학 인근지역 산업체 근무자로서 학업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한 자 단, 근무지와 위탁장이 동일한 광역단위
(시ㆍ도)내 있거나 행정구역은 다르나 근무지와 위탁교육장 간 실거리(직선거리가 아님)가 70Km이내여야 함.
ㆍ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ㆍ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ㆍ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학원의 설립·운영에 및 과외교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ㆍ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5인(사업주포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산업체범위

ㆍ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ㆍ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ㆍ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에서 위탁교육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ㆍ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 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어업인의 배우자
도 위탁교육 가능

ㆍ좌동 및 MOU체결 산업체에 한함.

7.

전형방법

가. 성적반영 비율 및 배점(전형총점 100점)
평가항목

반영비율(%)

자격조건
총 계

성적반영점수
최고점수

기본점수

100

100

0

100

100

0

반 영 기 준
고교졸업자격 및 재직여부 충족

나. 동점자 처리기준
1 순위

2 순위

3 순위

별도학급편성가능기관(15명)

지원순위

연장자

다. 추가합격자 선발방법
합격자 중 미등록자 또는 등록포기자에 의한 결원시 예비후보자 등위 순으로 유선 또는 핸드폰으로 개별
연락하여 등록 의사를 분명히 밝힌 자(전화녹취)에 한함.

8.

입학특전

가. 무시험 특례입학
나. 전문학사학위 수여
다.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라. 각종 장학금 수혜
종

별

금

액(단위 원)

대

상

입학장학금

입학금의 50%(입학시 1회지급)

주경장학금

500,000(매학기 지급-총200만원)

성적장학금

본 대학 장학규정에 따름.

성적우수자

기타장학금

산업체 및 기타기관 규정에 따름.

장학생선발자

전체

마. 졸업 후 4년제 대학 편입학 가능(산업경영학과, 호텔조리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연계가능)
바. 신입생등록금(2019학년도 기준)
학 과

명

입학금(단위 원)

산업경영과
호텔조리과
호텔외식경영과

241,000
(공제전:482,000)

수업료(단위 원)

합

계(단위 원)

2,390,000
(공제전:2,890,000)

2,631,000
(공제전:3,372,000)

2,710,000
(공제전:3,210,000)

2,951,000
(공제전:3,692,000)

뷰티디자인과
1) 신입생등록금은 입학 및 위탁교육장학금이 지급된 기준이며 성적ㆍ국가ㆍ기타장학금은 포함되지 않음.

9.

학사일정 및 학사관리

가. 수업시간
학

과 명

수업시간

산업경영과

일반

호텔조리과

협약

호텔외식경영과

협약

매주 수‧목 2일수업

뷰티디자인과

협약

매주 월‧화 2일수업

수업연한

비

고

매주 월 ~ 금 야간
매주 월‧화‧수‧목 중
2일수업

2년

1학년 1학기 / 월,화
1학년 2학기 / 수,목

1) 일반과정의 수업시간 평일(18:00~22:30) / 협약과정 수업시간 주 2일간(09:00~22:30 이내)수업
2) 본 대학 운영현황에 따라 수업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재직여부확인
확인기간

제출서류

제적기준
ㆍ퇴직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4대 보험의
매년 3월/9월(연2회)

4가지 가입증명서

(필요시 대학에서 추가

단, 2학기에는 전년도

확인가능)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
제출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 등 공적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함.
- 산업체 위탁교육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
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ㆍ채용을 전제로 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ㆍ마이
스터고ㆍ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자(‘20.2월 졸업예정자 포함)
는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재직

10.

지원 시 유의사항

1.
2.
3.
4.
5.
6.

학과별 등록인원 15명 이상 별도반 개설 단, 학과별 등록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과정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음.
입학원서의 착오기재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
필요시 본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선발하지 않음.
제출서류의 위․변조 시에는 공문서 위조혐의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입학취소 시 등록금은 환수
원서접수자는 자료 추출 및 본 대학에서 제공하는 SMS 문자 수신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신체나 신념, 인종 등을 차별하지 않는 입학전형을 시행하며, 신체장애인은 본 대학에 반드시 상담
(교무입학처 031-490-6512) 후 지원여부결정
7. 등록금 납부는 본 대학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 취소
8.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2020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입학안내 및 모집요강은 교육부 및 본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체위탁교육(일반/협약) 학과안내
산업경영과

Industrial Managment
인성과 실무를 중시하는 산업경영인 !!!

산업경영과는 오늘날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비즈니스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한
다.
1.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실무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장인 정신을 갖춘 전문관리자
2. 실무중심의 수업을 통하여 산업시스템에 대한 개척성과 창의성을 지닌 전문관리자
3.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헌신과 봉사정신을 지닌 전문관리자
4. 올바른 직업교육을 통하여 직업관을 확립하고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전문관리자
□ 교육방침
비즈니스 분야에서 인성과 실무가 겸비된 전문관리자 양성
□ 취득자격
산업안전기사, 품질경영기사, 유통관리사, ERP(생산,물류,인사,회계), 물류관리사 등
□ 진출분야
생산관리사무원, 품질관리사무원, 자재관리사무원, 품질인증심사전문가, 산업안전원,
산업공학기술자, 인사 및 노무사무원, 총무사무원, 회계사무원, 광고 및 홍보사무원,
마케팅전문가, 경영기획사무원, 경영컨설턴트, MIS전문가(경영정보시스템개발자),
교육 및 훈련사무원, 체인점모집 및 관리영업원 등
□졸업생진출 주요 산업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SK건설, SK브로드밴드,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서울병원,
삼성에스원,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나이키, CJ, LG U+, 올림푸스한국, 노루표페인트,
EBS 교육방송, 삼화페인트공업(주), 신신제약, 보령제약, 율촌화학 등

호텔조리과

Hotel Culinary Arts
올바른 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조리인 양성 !!!

호텔조리과는 조리에 관한 기초 이론을 익히고, 실습을 통하여 국내외 전문조리기술을 습득케 함
으로써, 호텔뿐만 아니라 외식전문 업체나 단체급식소 등에서 조리 및 식음료 관리를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견 조리전문가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다.

□ 교육방침
1. 인성과 인격을 갖춘 전문조리인 양성
2. 조리와 관련한 다양한 기초 이론 학습
3. 체계적이고 현장중심 실습으로 전문 조리기술 습득
4. 현장실습을 통한 산학유대 강화로 적응력을 배양하고 취업기회 확대
□ 취득자격
조리산업기사, 조리기능장, 양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조주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국내여행안내원 자격증, 관광숙박업종사원 등
□ 진출분야
호텔전문조리사, 고급레스토랑 전문조리사, 외식체인점전문조리사 & 매니저, 호텔식음료서비스,
제과제빵사, 조주사,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단체급식조리사, 초·중·고의 학교급식조리사,
식품연구소, 관광유람선조리사, 외식업체 창업 및 자영업 등
□졸업생진출 주요 산업체
롯데호텔, 신라호텔, 힐튼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라마다호텔, 리츠칼튼호텔, 워커힐호텔,
JW메리어트호텔, 프라자호텔, 이비스엠버서더호텔, 하얏트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삼성에버랜드, 삼성웰스토리, CJ푸드빌, LG아워홈,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풀무원, SPC그룹, 몽블랑제 베이커리, 경복궁, 명가원, 진진바라, 곤지암리조트,
한솥 등

호텔외식경영과

Hotel & Food Service management
호텔리어와 외식전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곳-호텔외식경영과 !!!

호텔외식경영과는 호텔/외식산업관리 및 F&B서비스 실무능력을 갖춘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호텔리어 분야는 캡틴, 매니저, 슈퍼바이저 등의 핵심인력양성
중심이고 외식전문경영자 분야에는 바리스타, 바텐더, 소믈리에, 매니저, 점장 등의
인력양성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교육방침
1. 졸업 시까지 1개 이상의 음료자격증 취득(바리스타, 조주사, 소믈리에)
2. 졸업 시까지 1개 이상의 조리사자격증 취득(한식, 양식, 일식, 제과제빵 등)
3. 1인 1개 이상의 전공/취업 동아리 활동
□ 취득자격
호텔리어분야 :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외식산업분야 : 외식경영사, CS마스터, 푸드스타일리스트, 파티플래너
음료분야 : 소믈리에, 바리스타, 조주사
조리분야 : 한식, 양식, 일식, 제과/제빵
어학관련분야 : TOEIC, OPIC, JPT, HSK

□ 진출분야
호텔리어, 호텔컨시어지, 호텔현관사무원, 레스토랑지배인, 외식업체매니저, 체인점 및 관리자,
컨벤션기획자, 푸드스타일리스트, 바텐더, 바리스타, 소믈리에, 파티플래너, 음식메뉴개발자,
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제과제빵사, 블로그마케팅기획자, 해외취업 등
□졸업생진출 주요 산업체
신라호텔, 오크우드호텔, 워커힐호텔, 임페리얼 팔레스호텔, 웨스틴조선호텔, CS프리미어호텔,
인터불고호텔, 아워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외식사업부, 롯데외식
사업부, 카페베네, 스타벅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썬앳푸드, CJ프레시웨이, 남부컨트리클럽,
폴바셋 등

뷰티디자인과Department

of Beauty design
뷰티리더의 꿈, 뷰티디자인과에서!!!

뷰티디자인과에서는 우수한 미용 산업체와 산학 결연을 맺어 현장과 연계한
미용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뷰티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공 기초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차별화 된 뷰티션을 육성합니다.

□ 교육방침
1. 다양한 산업체 수요에 맞는 맞춤식 교육
2. 산업체와 연계한 수요 중심의 교육
3. 직무별 전공 심화 교육
4. 21세기 감성중심의 미래산업구조에 대비한 창의성 교육
5. 감성 개발을 통한 열려있는 사고를 가능케 하는 표현 교육
6. 미용재능기부를 통한 섬기는 전문인 교육
7. 지역사회의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8. 지구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인성 교육
□ 취득자격
종합미용사면허증 등

□ 진출분야
끌리메 뷰티스트, 아로마테라피스트, 비만관리사, 체형관리사, 골기테라피스트, 스파테라피스트
□졸업생진출 주요 산업체
끌리메, 약손명가, 여리한다이어트, 원진성형외과피부과, 클린업피부과, 아비쥬클리닉, 달리
아스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