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품질관리융합반 협약산업체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 인재 양성
SW품질관리융합반

(교과목 공동운영) 총 8개 교과목 운영

참여기업 ㈜인피닉, ㈜테스트이앤씨, ㈜큐드)와 IT계열 3개학과인 정보통신과, 전자과, 컴퓨터정보과의

■ 정규 교육과정 : 유공압제어기초, PLC캡스톤 설계, 자동화기기전장설계, 유공압제어응용, PLC
캡스톤 구축, 자동화기기전장조립, 하계현장실습, 동계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인피닉은 국내 최초 테스팅 전문업체로 최근 LG전자 협력 업체 평가 1위를 달성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
어 테스팅 기업입니다. TI산업에서부터 모바일, 자동차, 금융, 헬스케어에 이르는 무한한 비즈니스 영역

참여학과로 이루어진 SW품질관리 융합반은 SW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 대상의 맞춤형 교육과정입니

을 갖고 있으며, 제품 출시 전 품질과 안정성을 테스팅하고 문제점에 대해 보완, 컨설팅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기업입니다.

다. 향후 발전 전망이 높은 SW 품질관리 직무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참여기업으로 채용 약정된 안정
프로그램

적 취업·경력개발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SW테스팅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직무역량향상교육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SW 품질관리 직무능력을갖춘 인재
직무능력향상특강
창의역량강화교육

지속경로
개발경로

중분류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NCS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대분류

중분류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대분류
20.정보통신

자격직종

책임시스템
02.정보기술개발 08.시스템SW엔지니어링 SW개발자 Level 7

소분류

01.정보기술

적합한 원격 또는 네트워크 자동화 제어 관련 학생 주도 창의역량 프로그램

신뢰성 시험, 인정시험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Testing Expert Support Service는 Automotive

경진대회

공장 자동화 시스템 우수 작품 선정하여 경진대회 출품

성공적으로 사업파트너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전문기업입니다.

- JEI교육패널 진단검사 결과에 맞춘 평생지도교수의 지속적인 1:1 멘토링
중도탈락예방지원

- 선·후배 멘토링을 통한 유대강화
- 산업체 멘토 제도로 진로 고민 해소

세분류

시스템
02.정보기술개발 08.시스템SW엔지니어링 SW개발자 Level 5

소분류

QOOD는 뛰어난 Testing 전문 인력과 전장에 특화된 장비로 구성된 인프라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자격직종

NCS 분류
중분류

LINC+ J-Star 프로젝트(나만의 버킷리스트 완성하기)로 4차산업의 요구에

세분류

NCS 분류

NCS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소분류

디자인 기초 사전교육 실시 및 교육과정 분리운영

Testing 및 전자 Testing 분야의 시험전문 인력 지원 서비스로써 이미 다양한 기업과 비즈니스 체결 후

NCS 분류

대분류

기업의 요구도를 반영한 자동화기기 설비 교육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SW테스팅 기술과 시스템 운영 기술을 융합한

NCS분류

내용

자격직종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중도탈락학생지원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연결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Web, Mobile, App Store 등의 전문 테스트인원이 모여 2012년 현재 회사 설

세분류

시스템
SW개발자
Level 4
02.정보기술개발 08.시스템SW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테스티이앤씨(Test Expert & Company)는 다년간의 S/W테스트 및 시스템 운영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립과 동시에 주요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이앤씨는 자동화된 업무 진행 및
분야별 최적화된 자동화 툴의 도입을 통해 테스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합니다.

Best practices

Best practices

스마트제조산업선도반 협약산업체

충해전기

반도체장비 기술 인재 양성
스마트제조산업선도반

(교과목 공동운영) 총 8개 교과목 운영

참여기업 (에스디에스, ㈜우연기전, ㈜센트롤, 유니셈㈜, 충해전기㈜, 피앤티시스템㈜, 다산에프에이㈜,
㈜제이아이티, ㈜대현상공, ㈜현우오토메이션)과 IT계열 2개 학과인 정보통신과, 전자과의 참여학과로
이루어진 스마트제조산업선도반은 기존의 전자과 기계 제조 역량과 정보통신과의 통신 역량을 융합한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역량을 참여기업 맞춤형으로 집중화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제조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공당자동화 시스템 관련 직무에 최적화된 교육
과정으로 반도체장비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정규 교육과정 : 유공압제어기초, PLC캡스톤설계, 자동화기기전장설계, 유공압제어응용, PLC캡
스톤 구축, 자동화기기전장조립, 하계현장실습, 동계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프로그램
직무역량향상교육

기업명 : 유니셈㈜(unisem.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김형균, 이양구
업종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기업명 : ㈜충해전기(www.chjk.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김해식
업종 :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내용
기업의 요구도를 반영한 자동화기기 설비 교육 프로그램

다산에프에이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스마트 장비제어 기술과 PCL 프로그래밍 기술을 융합한
반도체 장비제어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직무능력향상특강
창의역량강화교육

NCS분류
지속경로
개발경로

NCS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9.전기·전자

03.전자기기개발

06.반도체개발

03.반도체장비

NCS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장비기획관리자
Level 6

경진대회

디자인 기초 사전교육 실시 및 교육과정 분리운영

기업명 : ㈜제이아이티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박정수
업종 : 장비, 인쇄회로기판

LINC+ J-Star 프로젝트(나만의 버킷리스트 완성하기)로 4차산업의 요구에
적합한 원격 또는 네트워크 자동화 제어 관련 학생 주도 창의역량 프로그램
공장 자동화 시스템 우수 작품 선정하여 경진대회 출품
- JEI교육패널 진단검사 결과에 맞춘 평생지도교수의 지속적인 1:1 멘토링

중도탈락예방지원

기업명 : 다산에프에이㈜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조제수
업종 :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 선·후배 멘토링을 통한 유대강화

대현상공
기업명 : ㈜대현상공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김미경
업종 : 도, 소매, 제조

- 산업체 멘토 제도로 진로 고민 해소

NCS 분류

기업명 : ㈜현우오토메이션
(www.hwia.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임구, 심재구
업종 : 산업자동화기기

자격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9.전기·전자

03.전자기기개발

06.반도체개발

03.반도체장비

NCS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자격직종

기업명 : 피앤티시스템㈜
(www.pnttech.com)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송도종
업종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NCS 분류

반도체장비설계
Level
자격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9.전기·전자
15. 기계

03.전자기기개발
03.기계조립·관리

06.반도체개발
01.기계조립

03.반도체장비
02.기계소프트웨어개발

기구조립 Level 3
기계소프트웨어
설계자 Level 3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중도탈락학생지원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에이디에스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연결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기업명 : ㈜센트롤(www.sentrol.net)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최성환
업종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업명 : 에스디에스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김준범
업종 : 제조업

기업명 : ㈜우연기전
(wy-autocontrol.com)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장재우
업종 : 제조업

스마트제조산업선도반
피앤티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태
양입니다. 사회맞춤형반에서 PLC실습
과 전장설계 과목을 통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혀 알도 못하는
분야였는데 사회맞춤형반을 통해 재미
를 느끼고 이제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est practices

스마트미디어융합반 협약산업체

디지털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스마트미디어융합반

(교과목 공동운영) 총 6개 교과목 운영

참여기업 (㈜씨티소프트, ㈜에듀엔터닷컴, 구루멘토링㈜, ㈜대컴정보기술, ㈜두두아이티, ㈜ 보스테크,
㈜탑텍, ㈜바치시스템즈, ㈜솔트웨어, ㈜비즈아이솔루션, ㈜트루인터페이스, ㈜휴머넥스, ㈜에버에듀시
스템, ㈜위우너스, ㈜아인스에스엔씨, ㈜제니스에스티, ㈜우현티앤씨, ㈜메타빌드, ㈜와이즈넛, ㈜한국
이디에스)과 IT계열 2개 학과인 정보통신과, 컴퓨터정보과의 참여학과로 이루어진 스마트미디어융합반

■ 정규 교육과정 : 지식콘텐츠 서비스 개발 실무, 지식콘텐츠 서비스 개발 응용, 지식 콘텐츠 서비스
포트폴리오, 지식콘텐츠 서비스 포트폴리오Ⅱ, 하계현장실습, 동계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프로그램

은 스마트콘텐츠 분야 중 고부가가치 지식콘텐츠 서비스 개발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응
용SW엔지니어링 중심 실무현장에서 적용하는 OJT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스마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 교육(실무)

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직무능력향상특강
창의역량강화교육

NCS분류
지속경로
개발경로

대분류
20.정보통신

NCS 분류
중분류
01.정보기술

NCS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세분류

02.정보기술개발 02.응용SW엔지니어링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중분류

세분류

02.정보기술개발 02.응용SW엔지니어링 등

20.정보통신

01.정보기술

소분류

LINC+ J-Star 프로젝트(창의역량 경진대회)로 4차산업의 요구에 적합한
스마트콘텐츠 제작 관련 학생 주도 창의역량 프로그램
콘텐츠 산업관련 전시장 방문 통환 직업기초능력 함양

중도탈락예방지원

- ‘궁금해야한다’(가칭)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노하우 전수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정보차리기능사
Level 5
자격직종

세분류

02.정보기술개발 07.UI/UX엔지니어링 등

UI/UX 구현담당자
Level 3

㈜씨티소프트

콘텐츠 제작

2017 년 2 월

㈜에듀엔터닷컴

인터넷컨텐츠 개발 및 정보제공업

2017 년 2 월

구루멘토링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2 월

㈜대컴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2 월

㈜두두아이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2 월

㈜보스테크

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등

2019 년 2 월

㈜탑텍

소프트웨어 컨설팅

2019 년 2 월

㈜바치시스템즈

소프트웨어 개발 등

2019 년 5 월

솔트웨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5 월

박준석 학생 소감문

㈜비즈아이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5 월

트루인터페이스 ㈜

스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019 년 5 월

휴머넥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5 월

㈜에버에듀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5 월

여태껏 많은 수업을 받아 왔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
험과 폭넓은 지식을 얻은 수업은 이번이 처음이었습
니다. 항상 직면한 문제에 질문거리를 던지며 고민
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이런 값진 수업을 통
해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딩을 작성하는 것이 개발자

㈜위우너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5 월

㈜아이스에스엔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5 월

㈜제니스에스티

소프트웨어 개발

2019 년 5 월

권연준 학생 소감문

㈜우현티앤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5 월

사회맞춤형에서 두 번의 캠프와 다양한 행사에 참여

메타빌드 ㈜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

2019 년 5 월

㈜와이즈넛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019 년 5 월

㈜한국이디에스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등

2019 년 5 월

- JEI교육패널 진단검사 결과에 맞춘 평생지도교수의 지속적인 1:1 멘토링

자격직종

NCS 분류

대분류

요구사항분석가
Level 7

현장견학

SW 코딩 사전교육 실시 및 교육과정 분리운영

- 산업체 멘토 제도로 진로 고민 해소

NCS 분류

NCS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소분류

자격직종

협약체결일시

스마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직무 능력 향상 교육(기초)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스마트문화앱콘텐츠 제작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며, 디지털문화콘텐츠 전문인

현장실무형 IT 융합스마트 콘텐츠 전문 인재

업종

내용

직무역량향상교육

중도탈락학생지원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연결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남수만 교수

산업체명

(산학협력협약 업체 기술 전문가)

모든 고급 기술의 핵심은 기본기가 중요하다.
1년 동안 담당한 사회맞춤형 강의는 먼저 저의 기본 능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
이 배우고 학생들의 열정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의 강의 사명은 맡은 학생들을 탁월한 프로그래머로 양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육 목표의 핵심
은 바로 ‘기본기 학습’이었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한 학생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쉽게 적응하고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 역할이 아닌 함께 고민하고 본질을 탐구하는 것
이 진정한 개발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폭넓은 경
험으로 겉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
리되는 느낌이었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저의 장래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Glb특별반 협약산업체

사회맞춤형 GLB특별반 활동 소개

면세판매 글로컬 서비스 인재양성
GLB특별반

(교과목 공동운영) 총 5개 교과목 운영

참여기업 (부루벨코리아㈜, Duksan Company(홍콩))과 유통물류과, 마케팅경영과, 회계경영과와의 참

■ 정규 교육과정 : 럭셔리세일즈중국어, 고객요구관리, 취업·창업연계 캡스톤디자인, 하계현장실습,
동계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여학과로 이루어진 GLB특별반은 인천지역의 최대 강점 분야인 공항·항만 사업의 중심인 글로벌 관광·
면세 영역에 집중된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공항면세점 및 수도권 면세시장 맞춤형 교육으로 면세서비
스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직무역량향상교육

1960년 한국진출 이래 50여간 Asia 시장 내 브랜드 정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Bluebell Group의 한

내용

국지사인 부루벨코리아㈜는 세계 유수 명품과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에이전트이자 사업파트너로서 국내시장에
(Givenchy, Christian Dior, ESCADA), Perfumes & Cosmetics(Christian Dior, Clarins, Givenchy, Carita,
Bourjois, L’Occitane), Accessories (LeSportsac, Watch)부문 면세사업과 Fashion (Barbara Bui, Luxury
shoes-multi brand), Cosmetics (Bourjois), Men’s Lifestyle (Davidoff) 부문 국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200여명의 직원(본사 150여명 포함) 이 국내 약 200 여 개의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면세 특화 세일즈 및 서비스 교육
GLB특별반의 GLB는 Global Luxury Business의 약자이다. 2학년 졸업반 학생들 중에서 GLB특별반
을 신청한 학생들이 면세점 취업 또는 홍콩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고 면세점에 취업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GLB특별반은 2017년부터 2년간 호텔관광과 관광면세전공에서 개설하여 2년간 운영
해 오다 2019년부터는 송도캠퍼스 경영학부 3개학과(마케팅경영과, 유통물류경영과, 회계경영과) 학
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현재 8명의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직무능력향상특강

사전요구조사에 따라 면세 판매직무능력 프로그램

외국어능력향상특강

중국어HSK 자격취득대비를 위한 어학 집중 교육

창의역량강화교육
NCS분류
지속경로
개발경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0.영업판매

03.판매

02.일반판매

01.매장판매

NCS 분류

매장판매점장
Level 5

현장견학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0.영업판매

03.판매

02.일반판매

01.매장판매

면세상품판매자
Level 3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03.관광·레저

01.여행서비스
02.숙박서비스

01.여행상품상담
02.객실관리

여행상품상담
실무자Level 3
데스크담당Level 3

및 한인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범 기업으로, 홍콩 관광청으로부터 10년
간 우수 업체로 선정되는 등 건실한 기업입니다.

국내·외 현장견학 실무 경험으로 협약기업 이해도 증가

중도탈락예방지원

- 지도교수 지속적인 멘토링 실시

게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 선·후배 멘토링 강화

현장실습 이수 학생 중 우수학생에 대한 우선 채용 및 취업을 보장하며, 방학기간 동안 해외 현장 실무 교육 참여

GLB특별반의 하계 직무능력향상교육
하계 직무능력향상 교육중

혜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중도탈락학생지원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자격직종

대분류

쇼핑센터를 운영한 한인이 운영하는 홍콩 브랜드 업체입니다. 홍콩 지역 경제

역량 프로그램

연결

NCS 분류

1987년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 설립 후 30여 년간 다양한 제품의 One-Stop

LINC+ J-Star 프로젝트(창의역량 경진대회)로 면세 판매 관련 학생 주도 창의

현재 미국 OptiMSM사의 홍콩, 마카오 총대리점으로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한국 손님 및 홍콩 현지 분들에

자격직종

대분류

NCS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자격직종

대분류

NCS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NCS 분류

GLB특별반 학생들

서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Leather Goods (Louis Vuitton, Loewe, Fendi, Marc Jacobs), Fashion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면세 판매 직무능럭을 갖춘 인재

LINC+ 사회맞춤형 GLB특별반 활동 소개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GLB특별반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7월1일부터 7월16일까지 면세점 근무에 필수적인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은 럭셔리 면세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
로 구성되어 있다. 럭셔리 브랜드의 이해, 중국어 및 중국시장의 이해, 럭셔리 이미지 메이킹, 주요 럭셔
리 제품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전략, 비주얼 머천다이징, 럭셔리 세일즈 스킬, 럭셔리 매장에서의 주요
업무, 면세법, 고객불만 처리요령, 세일즈 성공 스토리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WCCA인재반 협약산업체

인천재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 윤민석 졸업생(2016년 2월 졸업) -

한국형 일식조리 서비스 인재양성
WCCA인재반

(교과목 공동운영) 총 8개 교과목 운영

참여기업 (Sushi Bay(호주), SUSHI MUSA(호주), 갤러리아슈퍼마켓(캐나다))과 한식명품조리과 및 호
텔외식조리과와의 참여학과로 이루어진 WCCA인재반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외 한국형 일식조
리 우수산업체와 전체 학생의 취업약정, 100% 해외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와 동시에 해외 취업 연계
(연계취업률 100%)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한국형 일식조리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정규 교육과정 : 기업주문식 기초글로벌조리실습, 기업주문식 중급글로벌조리실습, 기업주문식응용
글로벌조리실습, 기업주문식캡스톤디자인, 기업주문식멘토링Ⅲ, 기업주문식멘토링
Ⅳ, 하계현장실습(국내현장실습), 동계현장실습(해외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프로그램
직무역량향상교육

㈜스시베이는 외식사업의 고급화, 현지인 입맛을 고려한 메뉴개발, 직원을 섬기는 경영, 쇼핑·놀이·식사 등
이 한번에 해결되는 쇼핑물의 고객층 확보를 위해 입점하여 호주 전 지역에 총 27개 지점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2013년 호텔외식조리과 졸업생 3명으로 시작해 2014년 8명, 2015년 21명의 학생이 취업하게 된 글로벌호텔외
식조리과의 우량 해외외식기업입니다.

내용
해외업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향상을 위해 일식 디저트 과정 교육

2015년도 인천재능대학교 재학당시 이전 선배학우 들의 해외취업 사례를 듣고, 관심이 생겨서 당시 해외취업
을 알아보던 중 학교측의 이러한 해외글로벌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그 누구도 욕심내지 않을 수 없는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외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자격증취득특강

NCS분류
지속경로
개발경로

대분류

중분류

13.음식서비스 01.식음료조리·서비스
NCS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대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대분류

자격직종

소분류

세분류

01.음식조리

04.일식·복어조리

NCS 분류
중분류

13.음식서비스 01.식음료조리·서비스
NCS분류

외국어능력향상특강

NCS 분류

소분류

세분류

01.음식조리

04.일식·복어조리

NCS 분류
중분류

13.음식서비스 01.식음료조리·서비스

소분류
01.음식조리

일식조리장
Level 5

창의역량강화교육

자격직종

중도탈락예방지원

사전요구조사에 따라 면세 판매직무능력 프로그램
해외업장에서 필요한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교육

Sushi Musa는 호주 내에서 스시트레인 분야에 집중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호주내에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드니를 중심으로 7개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호주내에서 한국 조리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한국 학생들에게 호주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조리사로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직무교육을 학기 중 방과 후, 하계 방학을 활용하여 총 120시간 운영함으
로 의사소통능력 제고
LINC+ J-Star 프로젝트(창의역량 경진대회)로 면세 판매 관련 학생 주도 창의

일식조리장
Level 3

한식조리사Level 3
양식조리사Level 3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요리 직종에선 외국 경험만큼 더욱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에서 볼 수 없는 식재료와 다양한 식문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 하는걸 좋아했습니다.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찾던 당시 해외취업은 저에게 새
로운 도전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호주는 다민족 국가로써 여러 국가의 인종들이 모여 다양한 식문화와 식재료를
접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서양식과 일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현지에서 현지인에게 직접 트레이
닝을 받으면 더욱더 발전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기에 해외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채용전제형 해외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이 궁금합니다.

- 지도교수 지속적인 멘토링 실시

해외취업에 대해 두려움이 가장 컸던 영어와 부족한 조리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저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문 이력
서 작성과 기초영어 듣기, 말하기 등과 실제 취업을 하게 될 업장의 스태프의 실전 현장업무를 대학에서부터 배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실제로 호주에 도착하여 업장에 바로 투입되었을 때에도 무리 없이 현장업
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 Sensibility 함양을 위한 뮤지컬 공연 관람으로 WCCA인재반 소속감 향상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중도탈락학생지원

5.해외 취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연결

세분류

3.국내가 아닌 해외 취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역량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자격직종

01.한식조리
02.양식조리

식조리과의 해외글로벌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직무능력향상특강

현재 호주 뉴캐슬지역 리걸플러스(REGAL+) 매장에서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페테리아 &스시
그리고 저녁 일식 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주된 담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일식의 니기리, 롤, 군
함스시와 라이스페이퍼 등과 라멘, 우동, 돈부리 등 호주현지에 맞춘 퓨전 일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
료관리 및 메뉴개발. 매장관리. 발주 그리고 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한국형 일식 조리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1.현재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GSM는 유통을 중심으로 소매업 중심의 기업으로 현재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매업 중심의
기업이지만 한식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식을 알리는 문화센터등의 운영으로 한식을 지역에 알리는 선구
자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캐나다 현지의 소매업 분야에서 6년 연속 우수상을 수여하고 4천여개의 점포중 상위
2%에 해당하는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매장안에 한식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으로 한식에 대한 요구를 캐나다
내에서 만족시키는 기업입니다.

남들의 경험을 듣고 따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직접 자신이 뛰어들고 도전해보는 것 또한 자신의 인생에 커리
어를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부딪혀 보면 값진 경험이 될 것
입니다. 저 또한 해외취업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어지는
해외글로벌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해외에 나와 보니 세상은 넓고 볼 것은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도전하는 멋진 인생을 꾸려나가 보면 결코 자신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지
않을까요.

Interview
외식산업선도반 졸업생 인터뷰

외식산업선도반 협약산업체

양식·한식조리 서비스 인재 양성
외식산업선도반

(교과목 공동운영) 총 6개 교과목 운영

참여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 ㈜에프앤씨시스템, ㈜풀잎채, ㈜서울랜드)과 한식명품조리과 및 호텔외
식조리과와의 참여학과로 이루어진 외식산업선도반은 참여산업체 요구 직무 및 메뉴를 중심으로 최적화

■ 정규 교육과정 : 글로벌융합조리실습, 기업주문식한식메뉴활용, 기업주문식캡스톤디자인, 멘토링Ⅳ,
기업주문식하계현장실습, 기업주문식동계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된 정규교과목 운영(한식메뉴활용 및 글로벌융합조리실습 교과목), 참여산업체 현장실습, 산업체 전문가
와 함께하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IO PBL, 팀프로젝트)운영, 취업 약정 산업체 맞춤형 메뉴 개발 및 활용
능력을 극대화 하는 양식조리 및 한식조리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직무역량향상교육

지속경로
개발경로

대분류

중분류

13.음식서비스 01.식음료조리·서비스
NCS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대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대분류

세분류

01.음식조리

01.한식조리
02.양식조리

NCS 분류
중분류

13.음식서비스 01.식음료조리·서비스
NCS분류

소분류

소분류
01.음식조리

중분류

13.음식서비스 01.식음료조리·서비스

01.음식조리

01.한식조리
02.양식조리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기업구분 : 중견기업

대표자 : 최형기

대표자 : 최준식

업종 : 외식업

협약산업체 및 관광지역(제주도)의 식문화 및 조리체험

한식조리사Level 5
양식조리사Level 5

창의역량강화교육

LINC+ J-Star 프로젝트(창의역량 경진대회)로 양식·한식조리 관련 학생 주도
창의역량 프로그램

중도탈락예방지원

-S
 ensibility 함양을 위한 뮤지컬 공연 관람으로 외식산업선도반 소속감 향상
프로그램
-지
 도교수 및 선·후배 멘토링 강화
-멘
 토·멘티 그룹 연계식, 현장멘토 근무지 방문하여 매장투어, 메뉴시식

한식조리사Level 3
양식조리사Level 3

한식조리사Level 3
양식조리사Level 3

업종 : 외식업

사전 요구 조사에 따라 양식조리 및 한식조리 직무능력 향상 특강

현장견학

자격직종
세분류

기업구분 : 중견기업

자격직종

중도탈락학생지원

소분류

(www.fncpeople.co.kr)

캡스톤디자인 수업 후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작품 선발 및 수상 기회 제공

세분류

NCS 분류

산업체 요구에 맞춘 한식, 양식 조리 핵심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경진대회

자격직종
01.한식조리
02.양식조리

기업명 : ㈜서울랜드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직무능력향상특강

NCS 분류

기업명 : ㈜에프앤씨시스템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양식조리 및 한식조리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NCS분류

내용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연결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재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와 한식명품조리과를 졸업한 김기남, 신광호, 임홍

기업명 : ㈜풀무원푸드앤컬쳐

기업명 : ㈜풀잎채

(www.pulmuonefnc.com)

(www.pulipchae.com)

기업구분 : 중견기업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이우봉

대표자 : 정인기

업종 : 음식업

업종 : 음식업

규, 맹세영, 김병관입니다. 저희는 외식산업선도반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현재 인천공항에서 ㈜ 풀무
원푸드앤컬쳐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인 ‘명가의뜰’과 ‘FLAVOUR6’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외식산업선도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취업 초기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
육과정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외식산업선도반은 강의시간에 현직에 계신 쉐프님들이 현
장에서 판매되는 메뉴로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처음 발령 받은 업장에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
니다 또한 기업의 매장을 다니며 주방견학, 메뉴 시식하는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장의 분위기
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취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막연한 걱정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
움이 주었습니다.

Interview

화장품산업선도반 협약산업체

화장품산업선도반

1기 2016학번_이홍경 (한국콜마 계열사 콜마스크 입사)

화장품 제조 기술 인재 양성
화장품산업선도반

(교과목 공동운영) 총 6개 교과목 운영

참여기업 (한국콜마(㈜, 화성코스메틱㈜, ㈜우신화장품, ㈜크레비스, ㈜에스겔코스메틱, ㈜뷰티스킨, ㈜
서울화장품, ㈜지앤브이코스메틱, 콜마스크㈜, ㈜내츄럴스토리)과 화장품과로 이루어진 화장품산업선

■ 정규 교육과정 : 화장품분석, CGMP, 화장품미생물, 주문식심화직무, 하계현장실습, 동계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기업명 : (www.kolmar.co.kr)
기업구분 : 중견기업
대표자 : 윤상현
업종 : 화장품 제조업

도반은 화장품 제조 중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취업약정으로 취업영역을 확대시키며 취업에 필
요한 핵심역량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화장품 제조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직무역량향상교육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화장품 제조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직무능력향상특강

NCS 분류
지속경로
개발경로

대분류
17.화학

중분류

자격직종

소분류

03.정밀화학제품제조

01.생리활성화제품
제조

세분류
03.화장품제조

대분류
17.화학

중분류

소분류

01.생리활성화제품
03.정밀화학제품제조
제조

03.화장품제조

NCS 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대분류
17.화학

중분류

소분류

01.생리활성화제품
03.정밀화학제품제조
제조

제조분야관리자 Level 3
품질관리관리자 Level 3
자격직종

세분류
03.화장품제조

제조분야관리자 Level 3

중도탈락학생지원

런 한국콜마의 마스크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
열사인 콜마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마스크에 입사하기까지
참여기업의 임원과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님으로 부터 화장품제
조생산, 품질관리, 연구개발, 현장실습 등의 전문화된 실무교육을 익

기업명 : 화성코스메틱㈜
(www.hwasungcos.com)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윤석환
업종 : 화장품제조업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사전 요구 조사에 따라 화장품 제조 직무능력 향상 특강

협약산업체(한국콜마㈜ )투어

중도탈락예방지원

세분류

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 이

LINC+사업 화장품산업선도반의 교육과정으로 한국콜마를 비롯한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현장견학

자격직종

한국콜마는 늘 최고의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하며 질 높은 품질

산업체 요구에 맞춘 주문식 심화 과정으로 직무능력향상 프로그램

경진대회

창의역량강화교육

NCS 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제조분야관리자 Level 5
품질관리관리자 Level 5

기업명 : 콜마스크㈜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김종철
업종 : 제조업

내용

교내 경진대회로 캡스톤 디자인 결과물을 경진대회 시 산업체 인사 초청, 구두
발표를 통해 우수한 성과물에 대한 수상 기회 제공

화장품 박람회

기업명 : ㈜내츄럴스토리
(naturalstory.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나기삼
업종 : 제조업

에스겔코스메틱
기업명 : ㈜크레비스
(creviscosmetic.com)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강용수
업종 : 화장품 제조업

LINC+ J-Star 프로젝트(창의역량 경진대회)로 화장품 제조 관련 학생 주도 창의
역량 프로그램
- Glocal+ EWE 중도탈락예방교육으로 진로개발을 위한 커리어로드맵 작성
- 문화체험, 졸업생선배와의 만남, 현장견학 등으로 동기부여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이러한 실무교육을 통해 취업 후에도 저에게 주어진 업무에 쉽게 적
응할 수 있었고, 타 업무에 대한 이해도 깊어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
무수행을 잘 진행하고 있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값
진 경험을 하게 해준 LINC+사업 화장품산업선도반의 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화장품미용산업 박람회 또는 뷰티산업 엑스포 등 참여 미래 화장품 트렌드 체험
기회 제공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연결

힐 수 있었습니다.

기업명 : ㈜우신화장품
(www.woosincos.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안태만
업종 : 화장품 제조업

기업명 : ㈜에스겔코스메틱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우승원
업종 : 제조업

화장품산업선도반

1기 2016학번_최지수 (한국콜마 입사)
LINC+사업 화장품산업선도반 1기로 참여하여 LINC+사업 화장품
선도반 교육과정을 통해, 화장품제조 직무에 필요한 품질관리, 연구
개발, 제조생산, 마케팅 분야의 전반적인 직무에 실무 적응력과 화장
품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해 익힐 수 있었다. 특히 한국콜마 임원
과 실무전문가 분 들이 참여한 주문식심화직무 강좌를 통해 한국콜

지앤브이코스메틱

뷰티스킨
기업명 : ㈜뷰티스킨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최범석
업종 : 제조업

기업명 : ㈜서울화장품
(www.seoulcos.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한광석, 한정수
업종 : 제조업

기업명 : ㈜지앤브이코스메틱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전병목
업종 : 제조업

마의 회사와 업무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입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
다. 꿈이 현실이 되어 한국콜마에 입사하고 나서도 화장품선도반의
경험이 직무적응력을 향상시켜, 현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
니다. 매우 유익했던 경험이 되었던 LINC+사업 화장품선도반 교육
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에스테틱산업선도반 협약산업체

약손명가(개봉점) : 임규리

Interview

사회맞춤형 사업 협약체인 약손명가에서 2개월간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산업체의 현장
감을 배우고 졸업 전에 취업하였습니다, 사회맞춤형 사업의 참여로 여러 산업체 대표님

피부미용 글로컬 서비스 인재 양성
에스테틱산업선도반
참여기업 (㈜약손명가, 약송명가중국법인, 약손명가일본법인, ㈜스파피움맘스테틱, 키웰스파, ㈜스파앤
컬설팅, 슬로우바디, 인앤양, 더벨스파, 청담엔비의원)과 건강관리과로 이루어진 에스테틱산업선도반은
피부미용 직무능력을 집중적으로 함양하는 에스테틱 전문 트랙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피부미용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산업체 에스테틱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피부미용 글로컬 서비스 인재
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피부미용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 정규 교육과정 : 심화한국형특수관리, 살롱안면관리, 아로마테라피, 취·창업 연계 캡스톤디자인, 사
회맞춤형하계현장실습, 사회맞춤형동계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직무역량향상교육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뱀부테라피 과정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교육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직무능력향상특강
외국어능력향상교육

NCS 분류
지속경로
개발경로

자격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01.이·미용

01.이·미용서비스

02.피부미용

NCS 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01.이·미용

01.이·미용서비스

02.피부미용

대분류
12.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중분류
01.이·미용

시니어디자이너 Level 5
미용경영전문가 Level 6

01.이·미용서비스

세분류
02.피부미용

창의역량강화교육

기업명 : 약손명가중국법인
(www.yaksonhouse.cn/cn/)
기업구분 : 해외기업
대표자 : 이석진
업종 : 서비스업

일반관리사 Level 2
메이크업디자인 Level 2

기업명 : 약손명가일본법인
(www.yaksonhouse.co.jp/jp/)
기업구분 : 해외기업
대표자 : 이병철
업종 : 피부미용

맘스테틱 위드 헤드스파
기업명 : ㈜스파앤컨설팅
(www.spanconsulting.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진수철
업종 : 서비스업
매출액 : 10억 ~ 50억 미만
평균연봉 :3,000만원 미만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총 14회 피부직무능력 향상 교육
해외 취업을 위한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중국어, 영어 어학 교육

기업명 : 맘스테틱 위드 헤드스파
(www.momsthetic.com)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윤계선
업종 : 서비스업
매출액 : 6억
평균급여 : 180만원

슬로우바디

LINC+ J-Star 프로젝트(창의역량 경진대회)로 피부미용 관련 학생 주도 창의
역량 프로그램

중도탈락예방지원

중도탈락학생지원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연결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기업명 : 키웰(www.keywell.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정성한
업종 : 서비스업

기업명 : 인앤양
(www.yinyang.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김지희
업종 : 피부관리, 서비스업

약손명가에서 우수학생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맞춤형 사업에 참여한 과정이 저
에게는 무척 소중하였고 졸업 전에 약손명가에 취업하여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
로 오늘도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손명가 여리한(중국 상하이점) : 이승희
2학년 2학기에 실시되었던 에스테틱산업선도반 사회맞춤형 사업에 참여하여 여러 산업
체의 특강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과 중국어 교육 및 해외현장실습은 해외취업을 연결
해 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다. 현재 약손명가 여리한 중국 상하이 홍췐루점에서 고객
의 건강한 체형관리를 하며 미래의 꿈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산업선도반의 교과과정을 통하여 테라피스트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켰고,
뱀부테라피 등의 비교과과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종강 후부터 취업 전

기업명 : 슬로우바디
(slowbody.modoo.at)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정승환
업종 : 서비스업

까지 6주간의 취업을 위한 직무향상프로그램을 통하여 더벨스파에 입사하게 되어서 ‘더
나은 나’를 향하여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맞춤형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교수님과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청담엔비의원

인앤양

로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자세로 인턴과정을 마무리하였고,

더벨스파(현대백화점 부천점) : 이가은

피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한 경력 개발 및 역량 향상

- 협약 산업체 인사 초청 멘토·멘티 컨설팅으로 인한 진로 방향 설정
- 지도교수 및 선·후배 멘토링 강화

뷰티디자인전문 Level 5
전문관리사인 Level 3
자격직종

소분류

경진대회

기업명 : ㈜약손명가
(www.beautymade.com/ko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이병철
업종 :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피부미용서비스인성교육 참여기업체의 취업 특전 설명 및 기업별 희망하는 서비스 교육

자격직종

NCS 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을 만날 수 있었고 산업체의 특징도 알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

(교과목 공동운영) 총 6개 교과목 운영

청담엔비의원 : 윤규리
에스테틱산업선도반의 선발과정을 통하여 피부직무수행에 관하여 배우고 피부과 내에

기업명 : 더벨스파
(www.bellespa.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박민영
업종 : 피부미용

기업명 : 청담엔비의원
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이황희
업종 : 피부과, 성형외과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고객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맞춤형 사업에 참여하여 더 많
은 시간의 강의를 들었던 것이(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취업 한 후에 유익한 지식과
기술이 되어있었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않고 교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뷰티스타일전문가반 협약산업체

뷰티스타일리스트 전문 인재 양성
뷰티스타일전문가반

(교과목 공동운영) 총 5개 교과목 운영

참여기업 (㈜한국시세이도, ㈜한국분장, ㈜차지연웨딩컴퍼니, CNK미디어(중국), 살롱 6, 보보리스, 까라
디)과 뷰티케어과로 이루어진 뷰티스타일전문가반은 메이크업 직무능력을 함양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메이크업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산업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을 통해 뷰티스타일리스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정규 교육과정 : 영상캐릭터메이크업, 무대캐릭터메이크업, 캡스톤디자인, 사회맞춤형하계현장실
습, 사회맞춤형동계현장실습
■ 비정규(프로그램)
프로그램
직무역량향상교육
취업직무역량강화캠프

메이크업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
취업직무능력향상특강
외국어능력향상교육
NCS 분류
지속경로
개발경로

자격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01.이·미용

01.이·미용서비스

03.메이크업

NCS 분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01.이·미용

01.이·미용서비스

03.메이크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2.이용·숙박
여행·오락·스포츠

01.이·미용

01.이·미용서비스

01.헤어미용
03.메이크업

뷰티어드바이져 직무서비스 교육

기업명 : ㈜한국시세이도
(www.shiseido.co.kr)
기업구분 : 중견기업
대표자 : 황학상
업종 : 도소매

헤어디자인 Level 2
메이크업디자인 Level 2

기업명 : ㈜차지연웨딩컴퍼니
(www.cjywedding.com)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차성우
업종 : 웨딩샵

졸업단계 LINC+ 취업 캠프(BE BEST CAMP)
정규과정에 포함되는 않은 중국 웨딩스타일링 과정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
무 교육

CNK Media

해외 취업을 위한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중국어 집중교육
직무능력과 기초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미용경진대회 참가

현장견학

메이크업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설계 도움

창의역량강화교육

LINC+ J-Star 프로젝트(창의역량 경진대회)로 메이크업 관련 학생 주도 창의
역량 프로그램

중도탈락예방지원

- 협약 산업체 인사 초청 멘토·멘티 컨설팅으로 인한 진로 방향 설정
- 지도교수 및 선·후배 멘토링 강화

중도탈락학생지원

-교
 육과정 미이수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능력향상 및 동기
강화(e-learning contents 등)
-학
 과 적응 모니터링 실시 및 희망 취업분야릐 요구도 파악 후 적합한 산업체
연결

뷰티디자인전문 Level 5
메이크업디자인 Level 3

기업명 : ㈜한국분장
(www.koreamakeup.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강대영
업종 : 분장, 미용서비스

오리엔테이션 LINC+ Start 캠프(BE ONE CAMP)

기업명 : CNK Media
기업구분 : 해외기업
대표자 : 姜相源
업종 : 문화 미디어

미용경영전문가 Level 6

자격직종

대분류

내용

경진대회

자격직종

NCS 분류
NCS 기반
교육과정

뷰티스타일전문가반 1기
신세계 백화점 시세이도 근무 전다미 인터뷰

(산학협력 활동)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기초교육, 가족회사 협의체 운영, 신규 기업체 발굴 및 유지
DTM 활동, 학생 공동선발 등

기업명 : 살롱6(salon6.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기현서
업종 : 미용

기업명 : 보보리스
(www.boboris.com)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유영숙
업종 : 미용

인천재능대학교 입학과 함께 전 백화점 뷰티어드바이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뷰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최저 임금 상승으로 취업도 쉽지 않다는 이
야기를 듣고 저는 사회맞춤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뷰티스타일전문가
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반은 한국시세이도라는 대기업이 연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 시세이도라는 기업에 하계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근무를 하면서 저와 너무나 잘 맞는 현장실습 1개월과 인턴십 1개월 총 2
개월의 실습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학생들 중 첫 번째로 조
기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뷰티 카운슬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를 직접 실무 경험을 통해 키워나갔습니다.
이 실습이 없었다면 취업 후 그 기간을 다시 배워야 하지만, 사회맞춤형 인턴십을 통해 정규직 취업이 더 빨라졌습니다.
시세이도 하계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하는 1기로써 후배들을 이끌어 나가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선배가 되겠습니
다. 또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놓치지 말고 꼭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뷰티스타일전문가반 1기
롯데백화점 본점 나스 근무 윤지윤 인터뷰

기업명 : 까라디(www.caradi.co.kr)
기업구분 : 중소기업
대표자 : 전인천
업종 : 미용

저는 뷰티스타일전문가반에서 여러 기업들의 특강과 교육을 들으면서 나에게 맞는 기업이 어딜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가장 중요한 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시세이도 기업에 인턴십으로 여름방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계방학 현장실습에서 ‘시세이도’ 브랜드의 라인별 제품강의 및 서비스 교육, 백화점 서비스 교육 등을 들음으로서 브랜드
를 향한 저의 꿈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판매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고객응대 및 상황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시세이도 뿐만 아니라 평소 눈여겨보던 타 브랜드의 이미지나 분위기 또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값진 시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이도 그룹 안에 있는 ‘나스’라는 브랜드에 현재 취업중이며 색조 브랜드인 만큼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아티
스트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브랜드로의 취업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방학기간 인턴십 현장실습을 적극 추천하며, 열심히 실습에 임한다면 앞으로
의 취업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