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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  대  학  교
수 신 자  각 기관장, 대표이사
(경   유)  
제    목  2022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신청 안내
1. 귀 기업(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현장중심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 기업(관)의 현업부서 및 공정과정 등에서 우리 학생들
이 실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현장실습 주요일정 

   

실습명 기업(관) 신청 기간 실습 가능 기간

2022-하계 계절학기
2022.05.02(월) ~ 05.27(금)

2022.06.20(월) ~ 08.19(금)
(최소 5주 ~ 최대 9주)

2022-2학기 자유학기 2022.08.29(월) ~ 12.16(금)
(최소 14주 ~ 최대 16주)

    ※ 2022-하계, 2022-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나. 기업(관) 현장실습 요청 사항
   1) 실습생의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
   2)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부과 불가
   3)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실습시간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도록 운영(8시간 기준 약 1시간)
   4) 실습지원비(표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기준에 따름) 지급 요청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5)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필수 및 실습기간 중 근태관리 철저
      ※ 실습 1일차에 사업장(기관)별 학생 실습 안전교육 지도 협조 요청
   6)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7) 연장실습은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
   8)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에게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제공
   9) 참여기업(기관)은 실습생의 재해시 재해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에
      대한 특례)에 따라, 실습생이 실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가입, 1주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10) 재택실습시 한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다. 기업(관) 현장실습 참여 신청
   1) 한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internship.handong.edu) 로그인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2] “한동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라.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박종윤(054-260-3418, pjy098@handong.edu)      
 
붙임 : 1. [기업용] 한동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1부
       2. [기업용] 한동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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