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사업 안내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중소 중견 기업의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등 산업현장에

학생이 인턴으로 직접 참여하고 이를 학점과 연계하여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실무인재 양성

ㅇ 추진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조 학점
이수 인턴제도
ㅇ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산업

연합회

□ 주요내용
구분

국내과정

글로벌과정(미국 실리콘밸리)

지원규모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200명 내외

기업-대학(학생) 실습생 매칭 20명 내외

지원기간

대학 학사일정에 따른 정규학기(4개월)

대학 학사일정에 따른 통합학기(6개월)

지원대상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학생) 참여대학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전공‧부전공‧복수전공자
(+ (글로벌) 현지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능력 보유 및 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
국내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실습생 활동수당 : 월 130만원

지원사항

-실습생 주거지원비: 최대 월 30만원(조건부)
-(기업)지도인력수당 : 월15만원/실습생
-(대학)교과목운영비-지도수당 : 월 15만원(조건부)

의무사항

(연수업체) 업무환경 구축, ICT 관련 직무 기반
인턴 프로젝트 운영
(참여대학) 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
(학생) 교과목 수강신청 및 인턴십 프로그램 수행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실습생 기업수당 : 월 $1,300
-실습생 인턴십지원비 : 월 150만원
-실습생준비금(실비) :왕복 항공료 및 비자
발급 수수료 등

(참여대학) 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 인턴
후보자 추천
(학생) 대학 내 자체선발 절차에 따른 신청
서류 제출, 교과목 수강신청 및 인턴십 프로
그램 수행

□ 추진절차
구분

추진절차 주요내용

사업공고

전담기관(IITP) 및 운영기관(FKII)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재

대학/기업
신청접수

- 제출서류
(기업) 프로젝트 운영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
* 글로벌 :추천학생 관련서류(추천서, 이력서 등) 추가
- 접수방법 : 공식 홈페이지(www.ictintern.or.kr) 온라인 접수

기업 선정/
대학 승인

(기업) 제출서류 서면평가(선정위원회)를 통한 연수기업 선정
(대학) 제출서류 필수항목 검토 후, 참여대학 승인

실습생
매칭

교과목 개설
및 수강신청

연수업체-신청학생 간 매칭 진행
(신청학생) 희망 연수기업 지원
(연수업체) 이력서 검토 등 서류전형 진행
(연수업체-신청학생) 면접 진행 및 실습생 확정
* (글로벌) 비자신청 및 발급
(실습생/기업) 신청서류 준비 및 제출
(실습생-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발급
(대학) 운영 계획에 따른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교과목 개설
(학생) 개설된 관련 교과목 수강 신청
소양교육 : 전체 실습생 대상 집체 소양교육 진행

인턴십
진행

인턴십 진행 : 연수업체 운영계획에 따른 인턴십 진행
(운영기관) 신분별 수당 지원, 현장점검 진행
(참여대학) 교과목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생 지원 및 관리

□ 주요성과
ㅇ 인재양성

15년부터

년까지 대학생 현장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실무인재

ㅇ 취업연계

명* 양성 국내

명 글로벌

명

17년까지 지원한 808명 실습생 중 우수인재 133명이 해당

연수업체 취업(17.2%)

□ 관련문의
문의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