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겨울학기 현장실습(HY-WEP) 실습기관 참여신청 안내
한양대학교 현장실습프로그램 (HY-WEP : HanYang Work Experience Program) : HY-WEP[하이-웹]은 현장실습
참여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산업현장에서의 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안내
1. 실습기간 : 방학기간 : 2018년 12월 24일 ~ 2019년 02월 28일 중 8주 이상
: 권장기간 : 2018년 12월 26일 ~ 2018년 02월 25일 / 2개월
: 연계과정 : 2018년 12월 24일 ~ 2019년 06월 30일 중 24주 이상(겨울학기+1학기)
2. 실 습 생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3~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외국인 유학생 포함)
3. 대학지원사항 : 실습생 1인당 총 80만원(2개월)의 실습지원금 지원 / 수료 후 3학점 학점 인정
/ 실습생 전원 현장실습종합공제보험 가입
4. 진행일정
실습기관
실습생
기 간

진행사항

10월 22일 ~ 11월 23일

실습기관 참여신청 접수

11월 12일 ~ 11월 30일

실습생 대상 홍보 및 참가신청 접수

12월 03일 ~ 12월 14일

실습기관별 실습생 선발 (서류 및 면접전형) 및 선발결과 공지

12월 17일 ~ 12월 23일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12월 20일 ~ 12월 21일

실습생 필수 사전교육(택1/필수)

12월 26일 ~ 02월 28일

실습기간

실습 시작 시

3자협약서 작성

학교
비고

실습기관 참여 요건
1. 참여기관 :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연구소 등
2. 실습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중식 및 휴식시간 제외)
☞ 주 5일(월~금)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 시간대(22시~07시) 제외
3. 기관지원금
※ 실습기관지원금 1개월당 105만원 이상 책정 요건 - 대학지원금 포함 145만원 이상
4. 실습생 신분 보장 및 실습 요건 확인절차
☞ 산재보험 가입 必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69호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가입 대상 범위 확대(기존 직업계고 한정 ▶ 현재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
☞ 기관-대학-학생간 3자 협약서 작성(실습 확정 시, 실습시작 시점에 대학에서 양식 송부)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2018년 10월 22일(월) ~ 11월 23일(금)
2. 신청방법 : 첨부된 ‘실습기업 참여신청서’ 를 작성하여 intern@hanyang.ac.kr로 제출
※ 신청서는 협약서에 준함. 누락 없이 정확한 내용 작성요망. 대표날인 必.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상세 실습계획 작성 요청(참가신청서 양식 작성란 추가)

참고사항
1.
2.
3.
4.
5.
6.
7.
8.
9.

실습생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의 지위를 가짐
실습기관은 특별한 협약사항이 없는 한 실습생을 채용할 의무가 없음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의 성격임. 단, 금전으로 제공 요건
실습기관지원금은 세금포함 금액으로 세금을 제하고 지급 가능함
대학 지원금은 실습생 계좌로 직접 지급. 실습기관 지원금의 경우 약정된 시기에 별도 지급
시간 외 근무는 지양. 필요 시, 별도 수당 지급 필수
약정된 실습기간 및 실습내용 엄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센터와 사전 협의
실습기간 중 공휴일도 실습기간에 산정됨. 실습 1개월 당 1일의 휴가부여
한양대 현장실습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됨

한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HIT 104호 02-2220-2092,2094

intern@hanyang.ac.kr

온라인시스템 : https://hywep.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