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정원

훈련대상

장소

단위:만원

구분 지원항목/학습근로자 수 1인 3인 5인
계 1,660  3,360  5,060  

훈련과정개발비 150    150    150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60      60      60      

OJT 훈련비 270    810    1,350  
Off-JT 훈련비 - - -
훈련장려금 240    720    1,200  

기업현장교사 수당 400    600    800    
HRD담당자 수당 300    300    300    

훈련종료
외부평가

연계 성과금
240    720    1,200  

병무청 전략분야

안전보건공단

조달청

○ 우수조달물품 지정 가점

○ 품질보증조달 물품 지정 심사 가점

○ 일반용역 적격 심사 가점

교육분야

○ 울산테크노파크(기계)

대중소상생

○ 삼성SDI(전기·전자)

○ 현대미포조선(재료)

○ 현대중공업(기계)

○ 한국수력원자력(전기·전자)

○ 클린사업장 선정 가점

기업이 신입직원/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NCS기반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과 현장 외 교육훈련(Off-JT)을

병행하여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 재직기간 1년 이내의 근로자 또는 신규채용예정 기업

2022년 제3차 울산지역

기업훈련지원사업 CEO클럽(사업설명회) 사업요약 안내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훈련실시 요건은?

최소4시간

최소 1명 ~ 최대 60명 이내

훈련비 지원예시

1개 과정 12개월 / 산업형 훈련시간 600시간 / 공동훈련센터형 /

우대직종 기준(OJT 450시간, OFF-JT 150시간 기준)

훈련준비
(간접지원)

훈련실시

○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 산업기능요원 편입허용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혜택

공동훈련센터와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인프라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
*단 대기업은 비용일부 부담

훈련비 지원항목

훈련비,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란?

15세 이상의 근로자

1인당 1.5㎡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 최소 1년이상

 혹은 관련자격 취득자등
강사

직무와 관련한 내용이면

무엇이든 가능
훈련내용

문의 : 052-228-3172/6



공동훈련센터 참여 대상 일학습병행 종목 관련 학과
훈련
기간

기업내
연간 훈련시간

공동훈련센터
연간 훈련시간

생산관리_L3 자동화시스템과 400시간 200시간

품질경영_L3 자동화시스템과 450시간 150시간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석유화학공정과 300시간 100시간

CNC밀링가공_L3 기계과 450시간 150시간

기계생산관리_L4 자동화과 600시간 200시간

기계요소설계_L3 기계과 450시간 150시간

기계요소조립_L2 자동화과 300시간 100시간

동력기계설치·정비_L3 석유화학공정과 450시간 150시간

선박선체건조_L4 산업설비과 600시간 200시간

프레스금형제작_L3 기계과 450시간 150시간

플라스틱압출제품제조_L3 기계과 450시간 150시간

금속도장_L2 산업설비과 524시간 176시간

수동용접(CO2)_L2 산업설비과 450시간 150시간

화학물질취급관리_L3 석유화학공정과 450시간 150시간

자동제어기기제작_L2 자동화과 622시간 200시간

전기시공_L2 전기과 450시간 150시간

비파괴검사관리_L3 신소재과 590시간 200시간

총무·인사_L3 유통물류경영학과 480시간 120시간

품질경영_L3 안전및산업경영공학과 480시간 120시간

의료코디네이터_L3 치위생학과 450시간 150시간

요양보호_L2 간호학과, 사회복기학과 450시간 150시간

사회복지서비스_L3 사회복지학과 450시간 150시간

디지털디자인_L3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 448시간 152시간

영업_L3 유통물류경영학과 450시간 150시간

호텔객실서비스_L3 유통물류경영학과 480시간 120시간

토목·건축관리_L3 건축디자인학부 450시간 150시간

건설관리_L5 건축디자인학부 500시간 300시간

건축설비_L3 건축디자인학부 450시간 150시간

선박선체건조_L2 기계공학부 450시간 150시간

프레스금형설계_L3 기계공학부  1,322시간 810시간

기초석유화학제품제조_L3 화학공학과 450시간 150시간

플라스틱압출제품제조_L3 화학공학과 450시간 150시간

SW개발_L5 IT응용기술학부 600시간 200시간

제빵_L3 호텔조리제빵과 450시간 150시간

마케팅커뮤니케이션_L3 세무회계학과(세무회계경영과) 875시간 555시간

세무·회계정보관리_L3 세무회계학과(세무회계경영과) 877시간 555시간

식음료서비스_L3 호텔조리제빵과(외식조리과) 893시간 555시간

기계요소설계_L3 기계공학부(산업기계공학과) 1,367시간 825시간

기계장치조립_L3 기계공학부(산업기계공학과) 1,367시간 825시간

전기시공_L3 전기전자공학부(산업전기공학과) 1,307시간 825시간

자동제어기기제작_L3 전기전자공학부(산업전기공학과) 1,307시간 825시간

화학물질분석_L3 화학공학과(응용화학공학과) 1,187시간 825시간

화학물질취급관리_L3 화학공학과(응용화학공학과) 1,187시간 825시간

P-TECH

[학위과정]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자격, 전문학사

학위취득

도제학교
이수자,

특성화고
졸업자

기계요소설계_L3
안전및산업경영공학과

(생산기계공학과)
2년 1,102시간 600시간

울산공업고
재학생

도제학교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자격취득

특성화고
재학생

CNC밀링가공_L3 자동화기계과 2년 603시간 243시간

 * 등급 및 최소훈련시간 :  (L2) 기능사 수준 400시간, (L3) 산업기사 수준 600시간, (L4) 산업기사 수준 800시간, (L5) 기사 수준 800시간

3년

울산과학대

재직자
공동훈련
센터형

[비학위 과정]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자격취득

입사 1년 이내
신규채용자

(한시적으로
 '22.6.30.까지

2년 적용)

2022년도 울산지역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훈련종목 및 학과 안내

유형

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재직자
공동훈련
센터형

[비학위 과정]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자격취득

입사 1년 이내
신규채용자

(한시적으로
 '22.6.30.까지

2년 적용)

1년

1년

[학위과정]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자격, 전문학사

학위취득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