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무시험 입학전형

• 100% 장학금(수업료의 33% ~ 35%)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 중소 · 중견기업

- 비영리기관, 대기업 2년 이상 재직자(등록금 50%지원)
 2년 이상 재직자(등록금 전액 지원) 

입학문의 : 031-377-7777

www.osan.ac.kr

2020학년도
전문학사 학위과정

산업체위탁교육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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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현장실용 · 수요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취·창업 연계가 되도록 100년 앞을 내다본 꿈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산대학교 Vision 2025+

평범에서 비범으로
100년의 꿈을 향한 큰 걸음

Industry 4.0 창의인재 양성대학오산대학교 
비전 2025+

비전 달성전략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대학, 지역산업 니즈에 부응하는 자율형 실무인재 양성

오산대학교는 4대 전략영역별 추진전략, 16개 전략과제, 64개 세부이행과제를 통한 대학 선호도 향상,

재학생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맞춤 인재 양성으로 전국 TOP 10 대학을 목표로 한다

현장중심 교육체계 확립과

진취적 학습역량 증대

지역산업 및 맞춤형 취업강화로

지역사회 섬김의 리더십 구축

산학기술 교류확대와

애로기술 지원 활성화

건전한 대학경영 토대 마련과

효율적인 행정 인프라의 고도화

교육/학습 지역산업/지역사회산학/연구 대학경영/인프라

은근한 끈기와 노력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지성교육

색다른 사고와 시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교육

진솔한 배려와 소통으로

이상을 실현하는 협력교육

끝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지성인

더불어 성장하고
공감하는 협력인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창조인

교육목표 인재상

배려심, 협동심

통찰력,  창의성

청학인

자율성,  자존감

지성인 협력인

창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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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중심의 

실무인재를 양성해온

취업 명문 
오산대학교 
40년 역사

제12대 허남윤 총장 취임

오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최우수기관 선정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2유형) 선정

2019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단계 선정

VISION 2025+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선포식 

제 39회 학위수여식(정규 1,671명, 산업체 69명, 학사학위 109명 총 1,849명)

▶ 현재까지 총 졸업생 63,611명 학위 취득

▶ 현재까지 총 산업체 위탁학생 6,405명 학위 취득

▶ 현재까지 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598명 학사학위 취득

‘2018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창업자원 부문 전국 1위 수상

오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개소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선정

VISION 2025 선포식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17년 청해진대학 사업 선정

VISION 2018+  선포식

제 11대 정영선 총장 취임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사업 선정

중소기업청 “2015 테크숍 구축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VISION 2018 선포식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대학으로 선정

제 29대 김영희 이사장 취임

VISION 2015 선포식 

오산대학에서 오산대학교로 학교명 변경 

오산대학교 30주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특성화대학 

오산전문대학에서 오산대학으로 학교명 변경

오산공업전문대학에서 오산전문대학으로 학교명 변경

제 1회 입학식

전문대학 설립계획 승인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09  

2003  

1998  

1990 

1979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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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취업자특별전형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는 수시

또는 정시 모집 전형 방법입니다.

산업체위탁교육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재학기간 동안

계속 산업체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졸업 시에는 일반 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며,

각종 재학 · 졸업 · 성적증명서 등에도 산업체위탁교육이나

주 · 야간 등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이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직장인 무시험 특례 입학제도입니다.

산업체위탁교육과 취업자특별전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졸업장은

일반학생들과 다른가요?

직장인을 위한

무시험 특례 입학제도

회사대표-대학교 간 위탁

교육 계약에 의하여 실시

일반 학생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 수여

직종 및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 가능

2020 OSAN
UNIVERSITY

산업체

위탁교육

직장인을 위한 무시험 특례 입학, 오산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제도를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우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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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금액
 - 소득분위(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학생 전원에게 재학하는 동안 매 학기(4개 학기) 

수업료의 33 ~ 35%를 산업체 특별장학금으로 지급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 · 중견기업 : 지원 등록금 전액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 지원 등록금 50% 지원

■지원자격

- 학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대상 대학의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 대학의 학칙에 따라 산정된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  고교 졸업 후 재직기간이 2년 이상(군경력 포함)인 자

- 재직기간 : 고용보험가입정보(시작일~종료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업유형 및 규모는 무관

-  대상기업 :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

-  의무사항 :  학적유지: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 제적·자퇴 등 학적 변동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우대지원 :  신규장학생의 경우, 직업계고 졸업자 및 청년층(만 34세 이하) 우선지원(상세내용 업무처리

기준 참조)

산업체특별장학금 이외에도 성적우수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장학금, 가족장학금, 리더십장학금,

봉사장학금, 선행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

오산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생은 소득 분위별로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ko/main.do

구분 소득분위(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 원 520만 원

1분위(구간), 차상위계층 260만 원 520만 원

2분위(구간) 260만 원 520만 원

3분위(구간) 260만 원 520만 원

4분위(구간) 195만 원 390만 원

5분위(구간) 184만 원 368만 원

6분위(구간) 184만 원 368만 원

7분위(구간) 60만 원 120만 원

8분위(구간) 33.75만 원 67.5만 원

※ 소득금액이 높을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0 OSAN
UNIVERSITY

장학

프로그램

100% 
장학제도

다양한 
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 
지급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유형)

오산대학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 OSAN UNIVERSITY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



2020 OSAN
UNIVERSITY

학과

소개
전문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오산대학교의 산업체위탁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기업이 인정하는 내일의 인재로 경쟁력을 키우세요!

자연과학인문사회공학

기계과

산업공학과

전기과 

전자과 

마케팅경영과

세무회계과

경찰행정과

실용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뷰티&코스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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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마케팅경영과 ㅣ 상담교수 010-3776-1203
마케팅 분야를 중점으로 하여, 경영 전반에 대하여 학습

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전문경영인 양성을 목

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회계, 

SCM 등 핵심적인 경영 이론 뿐만 아니라 실무를 학습

하고, 동시에 비즈니스 매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

을 통하여 바른 경영인을 양성합니다.

세무회계과 ㅣ 상담교수 010-8750-1495
세무회계과는 21세기 투명사회를 리드할 세무 및 회

계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세법 및 회계학의 전반적

인 지식과 효율적인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세무회계 관리능력을 항상시키고, 현대지식정보화 사

회에 발맞추어 IT기술을 활용한 경영활동의 정보화 및 

그 정보에 대한 활용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경찰행정과 ㅣ 상담교수 010-5246-2830
‘치안 및 보안서비스 실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진

로별 맞춤교육을 통한 100% 다기능 직업 전문학과의 

확립’을 비전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공학습역량 강

화, 현장실무역량 강화, 도덕성 및 인성역량 강화를 교육

실천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맞춤형 목표 진로로서 직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 공공치안전문인, 현장실무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민간경비전문인의 양성을 지향합니다.

실용사회복지과 ㅣ 상담교수 010-6595-0828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 즉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주

변환경의 변화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접근하여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알려줌

으로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직업인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아동보육과 ㅣ 상담교수 010-3386-9117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인성과 전인적 발

달을 책임질 보육교사와 복지사회를 이끌어 갈 사회복

지사를 양성합니다.  인성과 지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와 국가의 보육발전을 선도하는 창의적 현장중심 복지 

및 보육전문가를 키워냅니다.

기계과 ㅣ 상담교수 010-9023-6115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계공업에 관련된 이론과 실

험실습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컴퓨터 응용

설계 생산(CAD/CAM/CNC/CAE) 분야의 엔지니어링

(Engineering)을 배양하여 설계, 생산, 가공, 연구개발, 

관리 업무 등 기계산업분야의 실무능력과 현장 문제해

결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기과 ㅣ 상담교수 010-4729-7533
전기공학에 관한 기본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

해 다양한 산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며 

국가 전기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전문 인

력을 양성합니다.

산업공학과 ㅣ 상담교수 010-3371-3235
공학지식과 과학적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산

업정보화사회의 필수 요소인 생산, 품질, 기술, 정보 등

의 제반 문제를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기술을 습득하며, 제한된 각개의 개별 분야를 시스

템적인 관점에서 조율하고 관리하여 최적의 조건을 도

출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전문기술인을 양성합니다.

전자과 ㅣ 상담교수 010-4871-0705
현대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전자 및 정보통신 분

야에 관한 기초 이론을 교육하고, 산학협동체제를 구

축하여 전자 및 통신기기, 반도체 제조 및 로봇 제어기

술 분야의 생산, 운용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중견 기술 인력을 양성합니다.

공학
Technology

Society of Humanity

뷰티&코스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ㅣ 상담교수 010-3623-0523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뷰티미용 ∙ 화장품 분야에서 

앞서 나아갈 현장중심형 실기 능력을 두루 갖춘 사회맞춤

형 전문인을 양성하고자 전공별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피부

전공, 화장품전공, 헤어전공, 메이크업네일전공으로 세분화

하여 생명 미학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뷰티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자연과학
Natural science

2020 OSAN UNIVERSITY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



✽ 산업체위탁교육 시행 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2항,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예규 제26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학년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교육부)에 근거하여 시행함

산업체위탁교육은 직장인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계속 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규 전문대학 졸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정규 전문학사 학위 수여)

가. 공통사항

나. 재직기준

가. 직장인을 위한 무시험 특례 입학제도입니다.

나. 지원자 회사대표와 우리 대학교 간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종 또는 업무 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 산업체위탁생은 일반 학생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며,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지원 자격

2020 OSAN
UNIVERSITY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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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

● 모집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 자 *

    * 입학일 기준(’20. 3. 1.)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경력 합산

- 단,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동 과정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대학-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

[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 ]

● 입학시점(매년 3.1)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 재직경력 9개월 :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경력을 합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

(산업체 대표, 개인사업자 포함)

● 1차 산업 종사자는 공적증명서 확인으로 인정

[ 산업체 재직경력 미적용 자 ]

● 특성화고 졸업자, 마이스터고 졸업자

●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위탁직업교육과정이란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중 진학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위탁기관에서 1년간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과정)

● 단,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대학-산업체 간 협약 체결 필요)

현재 산업체에 재직 중이며(2020학년도 개시일 전일 2020. 2. 29.), 현재 재직 중인 산업체장의 추천과 산업체위탁교육에 관한 

계약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자는 대학교-산업체간 위탁교육 계약서를 통해 대학에

입학 시 산업체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직장인 : 4대보험 서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서, 납세증명서 각 1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는 대학 입학 시 산업체 근무개월 수 와는 상관없이 재직 중

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서류)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산업체 근무개월 수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

• 일반고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위탁교육계약
체결

위탁교육계약
체결

※ 입학시점(2020. 03)을 기준으로

    6개월간 의무 재직(2020. 09)

산업체
(재직중)

오산대학교

산업체
(재직중)

오산대학교
특성화고
등의 경우

일반고
등의 경우



산업체 근무 직종과 무관한 학과라도 산업체에서 추천하는 학과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나.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다.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사.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아.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지원 학과

인정 산업체 종류

2020 OSAN UNIVERSITY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

※ 원서접수 마감 후 모집 학과별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실시함

※ 우편접수 주소 : (18119)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청학동) 오산대학교 입학홍보처

접수(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기타문의 : 전화 031-377-7777 /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s://iphak.osan.ac.kr

※ 우리 대학 내 다른 학과에 이중(복수)지원은 할 수 없음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교부 및 접수
(교내방문접수)

2019. 12. 09.(월) ~
2020. 01. 13.(월)

오산대학교 입학홍보처
(본관 3층)

• 원서 현장비치,

홈페이지 첨부

• 평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전형료 면제
접 수 장 소 대학본관 3층 입학홍보처

합격자 발표 2020. 02. 03.(월) 홈페이지 공지 https://iphak.osan.ac.kr

합격자 등록
2020. 02. 06.(목) ~

2020. 02. 10.(월)
합격증/등록금고지서의

등록기간
우리은행

추가접수 · 발표
2020. 02. 10.(월) ~

2020. 02. 28.(금)
개별통보

2020. 02. 28.(금)

추가합격자 등록마감

전형 일정

전형료 없음

무시험 서류전형100%(서류심사) : 입학원서 및 산업체위탁계약서 접수순으로 선발함

접수방법 : 대학 방문접수

전형 방법



<공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안내>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 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자격득실확인서 클릭 → 출력 클릭(주의 : 인쇄하기는 화면 인쇄만 됨)

2.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 시 개인로그인(사업장로그인 ×) → 가입증명서 발급

3.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di.work.go.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 시 개인로그인(사업장로그인 ×)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4.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산업체 산재보험 담당자가 신청 → 팩스전송

* 산재보험은 사업장으로 관리되므로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상의 회사명으로 확인

5.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6.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발급

* 공인인증서 사전준비(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전자민원 → 민원증명발급 → 민원선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서류 및

발행기관

※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및 원서는 http://iphak.osan.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모든 제출서류는 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팩스본, 스캔 출력본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제출서류 외에 별도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제 출 서 류 발 행 기 관

전체 공통

산업체위탁교육 지원서 1부

우리 대학 소정 양식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2부

고교 졸업증명서 1부(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명서 1부) 인근 초 · 중 · 고교 행정실 

재직증명서 1부(직업군인 : 복무확인서 1부) 재직산업체 및 우리 대학 소정 양식

재직  사실
증빙서류

일반산업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1부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가입자용) 1부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세무서 발행 납세증명서 1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불가

농 · 어업인 농지원부 또는 어업인 허가증명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협약서
(해당자에 한함)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서 1부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일반고(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예정)자
우리 대학 소정 양식

10
• 

11

※ 모집인원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한 학과의 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개설함

※ 위탁교육생의 신분은 정규 학생과 동일하며 졸업 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함

※ 졸업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 4학년 과정) 입학가능

계 열 학과(계열)명 모집정원 주 · 야 수업연한 교육장위치

공학

기계과 20명

야간
2년 내부

산업공학과 20명

전기과 20명

전자과 20명

인문사회

실용사회복지과 40명

경찰행정과 40명

세무회계과 20명

아동보육과 20명

마케팅경영과 20명

자연과학 뷰티&코스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20명 주간

합 계 240명

모집 학과(계열) 및

선발인원



2020 OSAN UNIVERSITY 산업체위탁교육 모집요강

가. 산업체는 단독 또는 연합으로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산업체위탁교육은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

가. 2019학년도 기준 신입생 등록금 내역

가. 학사관리

1) 산업체위탁생은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매년 3월, 8월(연2회)) 재직 및 이직여부 확인을 위해 지정된

시기에 4대 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별도의 개별 통보 없이 제적 처리함. 또한, 이직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가입확인서와 이직한 산업체의 위탁교육 

의뢰서 1부, 계약서 1부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미제출시 별도의 개별 통보 없이 제적 처리함

나. 기타

1) 산업체위탁생은 수학에 지장이 없고 통학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2) 기타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며,

입학 후의 제반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에 따릅니다.

2) 입학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

3) 지원학과와 동일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동일 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는 자격 취득의 해당 시험

과목과 실험 · 실습관련 교과목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장학금(우리대학 장학금 규정에 따름)

1) 학생 전원에게 재학하는 동안 매 학기(4개 학기) 수업료 33% ~ 35% 장학금 지급

2) 지성 · 창조 · 협력 성적 우수장학금, 가족장학금, 리더십장학금, 봉사장학금, 선행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마일리지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

3)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ko/main.do)

운영방법

등록금 및 장학제도

학사관리

모집학과명 입학금 수업료 계 비 고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산업공학과, 뷰티&코스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 전공)
534,000 3,369,000 3,903,000

2020학년도
등록금
미정

실용사회복지과, 경찰행정과,
세무회계과, 마케팅경영과

534,000 2,874,000 3,408,000

아동보육과 534,000 3,218,000 3,752,000

구분 소득분위(구간) 지급금액(학기별)

국가장학 1유형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260만원 ~ 33.75만원

희망사다리 1유형 중견이하 기업에 재직 또는 취업예정 대상자 등록금 전액

희망사다리 2유형
대학에 진학한 고졸 직장인(재직기간 2년 이상) 중소 · 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대기업, 비영리기관 등록금 50% 지원

◦ 산업체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적처리하되 위탁교육생이 이직한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하여야만 제적처리 아니할 수 있음.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내 他산업체 이직 시 대학 내「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여부를 결정함.

◦ 산업체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한 경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유지 가능여부를 결정함.

◦ 채용을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20. 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산업체 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해야 함.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산업체위탁생
재직 및
이직여부 확인 후
처리 안내



가. 등록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나. 등록금 환불

1) 입학포기 및 등록금 환불기간 : 2020. 02. 17.(월) ~ 02. 28.(금)

2) 신청방법 : 오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가능(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환불 불가) 

3) 입학일 이후에는 자퇴 처리하며,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처리함

가. 오산대학교 입학홍보처

1) 전 화 : 031-377-7777

2) 홈페이지 : https://iphak.osan.ac.kr/

3) 주 소 : (18119)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청학동) 오산대학교 입학홍보처

나. 학과

학과(계열)명 학과사무실 학과장

기계과 031-370-2655 이태홍 031-370-2653 010-9023-6115

전기과 031-370-2678 김영균 031-370-2672 010-4729-7533

전자과 031-370-2688 주진화 031-370-2680 010-4871-0705

산업공학과 031-370-2708 최병관 031-370-2707 010-3371-3235

실용사회복지과 031-370-2839 이상주 031-370-2832 010-6595-0828

경찰행정과 031-370-2837 김종식 031-370-2830 010-5246-2830

세무회계과 031-370-2716 심상규 031-370-2712 010-8750-1495

아동보육과 031-370-2748 권기남 031-370-2741 010-3386-9117

마케팅경영과 031-370-2786 강호길 031-370-2784 010-3776-1203

뷰티&코스메틱계열

(피부 · 화장품전공)
031-370-2868 김영주 031-370-2861 010-3623-0523

등록금 납부 및 

환불

입학 상담 및 

문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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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의 경우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 전 재직 중인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2)  입학자격 최종 확인을 위한 보험가입확인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위탁교육의뢰서 및 계약서, 보험가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지원자 유의 사항

1)  기재사항 중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사항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할 수 있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3) 위탁교육을 의뢰한 산업체의 장이 제적처리를 요구할 경우

4)  합격 후 산업체위탁교육의뢰서 및 계약서, 보험가입확인서 등 입학 관련 제출 서류를 허위 또는 변조하여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불법 행위로 합격한 경우

5)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지원한 자가 졸업하지 못하거나, 졸업증명서를 입학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본 모집요강에서 정한 경우와 학칙의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원서 접수 시 제출하였던 재직사실 증빙서류를 2020년 2월 29일(월)자로 재발급하여 2020년 3월 2일(수)~3월 4일(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이직한 경우 이직한 산업체의 위탁교육지원서, 계약서, 재직증명서, 재직사실 증빙서류 각 1부를 원본으로 제출)

고교 - 대학 - 산업체간 협약을 통해 합격한 자는 입학 전 재직중인 산업체를 퇴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상기 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이 취소됨



첨부서류 1. 산업체위탁교육계약서 2부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6. 산업체위탁교육협약서(해당자만) 1부

3. 재직증명서 1부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만) 1부

오산대학교 총장 귀하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입학 후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 산업체에서 퇴직 시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을 확인하며, 귀 대학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지원자명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 수험번호
(기록하지 말 것)

지원학과 과 · 전공

지
원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년             월             일                 고등학교                 과  졸업(예정)

                  년             월             일                         지역 검정고시 합격

자택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                  )

연락처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등록금 환불계좌
예금주(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현
산
업
체
재
직
현
황

산업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           -

산업체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                  )

근무부서 종업원수 명

업      종 담당업무

추천 교직원 소속 추천인 (인)

접수처 

확인

2020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지원서

산
업
체
경
력

산업체명 근무부서 연락처 근무기간 군무개월수 비고

현재직회사

산업체 근무경력 계

※수험번호 접수처 확인

성      명

(인)

지원학과 과•전공

2020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수험표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우리 대학은 입학전형업무를 전산처리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부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서작성시 반드시 모집요강을 읽고 착오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원서의 모든 란은 해당 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정자로 기입한다.   

※ 표기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입학 후라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3.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 퇴직 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

4. 입학 후 원서 접수 시 제출하였던 재직사실 증빙서류 원본을 2020년 

2월 28일(금)자로 재발급하여 2020년 3월 2일(월) ~ 3월 4일(수)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이직한 경우 이직한 산업체의 위탁교육지원서, 계약서, 재직증명서, 

재직사실 증빙서류 각 1부를 원본으로 제출)

5.  우편 접수자는 본 대학 입학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출력 받아 빠짐

없이 기재하고 입학원서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로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6.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7. 우리 대학 내 다른 학과에 이중(복수)지원은 할 수 없다.

8. 전화번호는 후보자 충원 시 매우 중요하므로 가장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등)를 기재한다.

9. 현 산업체 재직 현황은 사실대로 기재한다.

10. 본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한다.

11. 합격자 발표 : 2020. 2. 3(월) 10시, 오산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조회 및 SMS

12. 신입생 등록기간 : 2020. 2. 6(목) ~ 2. 10(월)

13. 추가모집 및 미등록 충원 : 2020. 2. 10(화) ~ 2. 28(금)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고,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추가연락처, 모집단위(지망학과), 학교정보

{최종학력구분, 재학/출신 고교명, 졸업(예정)연도, 고교 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대입원서접수 및 대입전형을 위해 개인정보가 사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 정보를 파기합니다.)

지원자(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수험생 본인이 직접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확인 :                                                      (서명) 

지원자(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위탁업무 내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기  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 출신 고등학교

대학알리미에 진학 정보 제공 성명, 등록대학,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한국장학재단 장학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 제공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학과,  등록금액,
등록마감일자, 입학일자, 환불계좌번호, 장학금액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대입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중 한 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지원자(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기  타

ARS 업체 합격여부 확인 안내 문자 발송 및 합격여부 ARS안내 이름, 수험번호, 모집단위명, 합격여부, 예비순위, 연락처 합격자 발표 후 30일

환불 및 녹취시스템 업체 환불신청 및 충원 업무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단위명, 합격여부, 예비순위, 
등록여부, 연락처, 환불계좌번호, 예금주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 까지

알림톡 업체 카카오톡을 통한 알림톡 메시지 안내 모집시기, 모집단위, 성명, 전화번호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오산대학교 학생취업처 장학 선발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대학지점 은행 등록금 수납업무 이름, 수험번호, 모집단위명 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

[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 ]

▣ 대입원서 접수 및 대입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 본인확인 및 지원자격, 전형일자 확인 ]

• 대입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 대입 허위 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

오산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산업체”라 한다)은(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오산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위탁교육의 과정과 모집단위별 인원)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

②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제 3 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

산업체에서 재직 중인 자로 한다.

제 4 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 대상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서 일괄 추천한다.

② 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 5 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 6 조 (산업체의 시설사용) 산업체의 시설사용에 합의가 있을 경우 산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임명)할 수 있다.

제 8 조 (교육비 및 등록)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교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 산업체와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 (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 10 조 (위탁생 제적처리 기준)

① 입학직전 협약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② 산업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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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공적증명서증빙기준

③ 재직경력(9개월 이상)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한 자가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

④ 매학기 시작 전월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며, 재직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2학기에 확인)

제 11 조 (대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산업체가 대학교에 대해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위탁교육협력위원회)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협의하여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3 조 (준용)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연 도 별 학과(계열)명 위탁생 수 성명 위탁교육장

2020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   

주    소 :   

산업체명 :

대    표 :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

오산대학교  

총 장 (직인) (직인) 

대학 산업체

허 남 윤

(회사명)

명 본교

20       년           월           일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근무
사항

(근무처
기재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장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                  )

근무부서 직장전화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상시근무
종업원수

명

증명서
발급부서

부서명
증명서
발급자

(인) 전화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산업체(기관)명 :                                     (직인)

오산대학교 총장 귀하

※ 유의사항

1) 증명서 작성 시 모든 란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고, 직인 누락시 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2) 상시 종업원 수의 표기란은 재직기간 중 인원수를 기재함

  3) 음영부분은 필히 "투명테이프"로 붙여 주시기 바람

  4) “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함 

※ 재직(경력)증명서 위•변조 시 불합격(입학취소)처리함은 물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은 수험생 및 발행자에게 있음 

발 급 번 호  :        호

재 직 증 명 서





산업체위탁교육 협약서

오산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산업체”라 한다),                                 (이하 

“고교”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또는 고등교육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및 위탁생 자격) 

본 협약의 목적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이수(졸업예정자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및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고등학교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는 산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

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위탁교육의 과정과 분야별 위탁자 명단)

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

② 위탁의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에서 정한다.

제 3 조 (위탁생의 선발과 학적)

① 위탁교육대상자는 추천한 산업체에서 6개월 간 의무재직을 해야 한다.

② 본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재학 중 위탁생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 대학교의 학생신분도 제적된다. 단, 의무재직 6개월을 초과한 

재학중인 위탁생 중 본인 또는 산업체의 사정으로 퇴직하여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계속 재학 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 5 조 (산업체 전문가 출강)

교육과정 운영상 산업체 전문가의 출강이 필요한 경우 산업체의 장이 추천한 교육전문가를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학사관리) 

① 대학교는 산업체위탁생들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및 학사관리로 교육성과를 극대화한다.

② 산업체는 위탁교육생이 대학교의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건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확인 감독한다.

 

제 7 조 (운영위원회) 

①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 협약서의 세부 이행과제 추진과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사안 발생 시 논의하여 처리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 (협약의 유지 및 해지) 

① 산업체-대학교 간의 협약해지 통보가 없을 시 협약은 계속 유지된다.

② 협약사항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약은 해지된다.

제 9 조 (기타) 대학교와 산업체는 본 협약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보완사항을 협의한다.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   

주    소 :   

산업체명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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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대학교  

총 장 (직인) (직인) 허 남 윤

(회사명)

20       년           월           일

대학 산업체



1호선 : 서울역 ⇨ 안양역 ⇨ 수원역 ⇨            ⇦ 평택 ⇦ 천안

•사당 : 사당역 2호선 1번출구 공용주차장 안

•동서울 : 동서울터미널(강변역1번출구) 광진문화원 앞

•잠실 :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고가지나 20m(석촌동호 방향) 

→ 가락시장역 7번 출구 앞

•성남, 분당 :  모란역 8번출구 앞 → 야탑역 3번출구 외환은행 

→ 이매역 8-9번출구 사이 버스정류장 

→ 서현 이매사거리 한신APT 207동 앞 버스정류장

•죽전 :  정자역 앞 → 죽전역 고가도로 밑 사거리 앞 → 신갈 면허시험장 앞  

→ 민속촌 입구 감미옥 앞

•부평역 : 부평 북부역 중앙횡단보도 건너 공원쪽 횡단보도 앞

•안산 : 상록수역(2번출구 편의점 맞은편 도로변) 앞

•동탄 :  1지구 능동은행 사거리 → 메타폴리스 → 동탄보건소 → 하이마트 메티컬

프라자 → 롯데케슬 알바트로스 1303동 맞은편/시범 호반베르디움 → 

lh블럭 주공 2611동 앞(나래학 맞은편) → 자이아파트 맞은편

•오산대역 : 수시 운행

•서울 : 남부터미널 → 오산(5300-1번)
동서울터미널 → 잠실 → 가락시장 → 오산
강남역, 신논현역, 양재역 → 오산대학교(1311번)
강남역 3번출구 → 양재역 7번출구 → 오산행 직행버스(5300번)

•성남, 분당 : 미금, 오리, 죽전, 신갈 → 오산(116-1번)
용인터미널 → 오산역(24, 24-1번지)

•안양, 수원 : 범계, 의왕, 수원역, 세류 → 오산(301번)
        범계, 의왕, 파장동, 동수원사거리 → 오산(300번)

•수원 : 경기대, 팔달문, 신갈, 동탄 → 오산(58번)
경기대, 팔달문, 세류 → 오산(20번)
아주대, 수원시청역, 세류역(202, 202-1번)

•평택 : 용이동(2, 2-2번) 오산대학교

지하철

스쿨버스

버스

우 )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45
TEL. 031-377-7777  FAX. 031-370-2887

오산대학교 캠퍼스

오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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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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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

14

18

4

8

12

16

20

대학본부

청암관

체육관

청학관

종합정보관

지성관

학생회관

진리관

미래관

창조관

희망관

운동장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유치원

초정밀 가공실습동

산학협력관 : HRD사업단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