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스쿨
프로그램 제안서

I. 제안사 소개
1) 회사소개

- ㈜사이다링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민간알선부분’ 4년 연속 최우수 실적 기관으로, 한국본
사 외에도 미국에 2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750개 이상의 미국기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으
로 해외취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미국 인턴십 사업실적
- 4년 연속(2015~18년)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민간알선사업 실적 1위
- 한국마사회 렛츠런더월드 해외취업 운영기관 (100명 수료생 배출, 81명 취업)
- JDC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취업 운영기관 (177명 수료생 배출, 151명 취업)
- 2019 국민체육진흥공단 해외취업 운영기관 (140명 취업)
-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목포대
학교, 호산대학교, 가천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안산대학교 해외취업 프로그
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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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K-move스쿨 사업실적
- 현재까지 21회 진행하였고, 전국에 있는 운영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참여기관/대학

진행인원

산업인력공단 K-move스쿨 운영 (8개 과정)

153명

인하대학교 K-move스쿨 운영(3개 과정)

60명

인하대학교 K-move스쿨 운영(3개 과정)

60명

한국외국어대학교 K-move스쿨 운영 (2개 과정)

33명

건국대학교 K-move스쿨 운영(2개 과정)

35명

가천대학교 K-move스쿨 운영(2개 과정)

35명

부산외대 K-move스쿨 운영(2개 과정)

20명

목포대학교 K-move스쿨 운영

10명

호산대학교 K-move스쿨 법률행정가 양성과정 운영

15명

동서울대학교 K-move스쿨 운영

20명

순천향대학교 K-move스쿨 운영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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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프로그램 소개
1. 미국 인턴십 소개
- 미국 국무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미국 인턴십 J-1 프로그램은 급여를 받으며 미국 내 기업에서 근무
하면서 미국 문화 및 영어를 배우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비자

미국 인턴급여 추이

숙식제공

정규직전환

J1

연 3400 ~ 4200만원

기업에 따라 상이

기업에 따라 상이

근무 지역은 뉴욕, 뉴저지, 텍사스, LA등 다양

2. K-move 스쿨 소개
1. 시

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사업목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설하여 6개월가량 국내에서 직무교육과 영어교육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3. 지원내용 : 1인당 평균 700만원 사업운영비 지원(700만원X20명 총 사업비 : 1억 4천만원 지원)

3. 제안목적
- 청년 구직을 위해 정부에서 사업비 일체(1억 4천만원) 지원을 통해 미국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어학 및 취업교
육을 통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기업 및 관련 협력사의 전문직 일손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와 더불어
국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4. 프로그램 진행방안
사업명

미국 구글 마케팅 경영실무자 양성과정 (가제)

진행예정인원

20명

국내연수기간

6개월

해외취업기간

12~18개월 (근무우수자 장기취업)

연수일정

매년 상반기, 하반기 중
약 600시간

교육시간

- 직무교육: 250시간
- 소양교육: 25시간
- 어학교육: 325시간

대상
인원모집 마감일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마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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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move 해외취업 연수과정 구성 시
- K-move 해외취업연수과정은 국내 교육 후 미국 J1 유급 인턴십 과정과 연계
- 미국 J1 유급 인턴십 파견 시점은 국내 교육 70% 종료 시점부터 가능

1

과정 구성

기간

장소

세부사항

국내 교육

6개월

국내 대학교

- 집중어학교육
- 직무교육
- 미국 최대 1년 근무 가능

2

미국 J1
유급 인턴십

12~18개월

미국 전 지역

- J1비자 발급을 통한 1년 계약직
- 하루 8시간 정규 근무
-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급여

6) 운영 계획
ㅇ K-move스쿨 연수과정 참여기관 모집 예정일 : 2021년 1월
6-1) 운영 계획(가안)
no

단계

일정

1

K-move 진행 최종 협의

2

대학교 CIDERLINK 컨소시엄 동의서 작성

3

K-move 제안서 작성 후 공단 접수

4

참가자 모집

2021년 6월 ~ 7월

5

면접일정

2021년 7월 중

6

합격자 발표 및 오리엔테이션

2021년 7월 중

7

연수기간

2021년 7월 ~

8

취업예정일

2021년 12월 이후

9

사후관리 및 공단 행정처리 지원

개인 별 취업 시기 상이

2021년 5월 중

2021년 12월 (6개월)

- 국내 교육기간 6개월, 현지 취업기간 최소 1년, 총 16개월 간 프로그램 협의, 기획, 신청, 선정, 교육
운영, 취업, 사후관리, 행정처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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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협력
1. 대학교
- 관련분야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들에게 해외취업의 기회를 부여
- 교육장 제공 및 학생관리
2. ㈜사이다링크
- 미국내에 있는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구인처 제공
- 스폰서 기관과 연계하여 J1비자 수속
- 국내 어학교육부터 현지 적응교육 제공
- 모집부터 현지 관리까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관리
- 정식취업비자(H1B) 가능 업체 개발 및 정규직 전환 유도
- 강사섭외 지원

8. 국내산업기여
1. 청년들의 취업률 확대 및 해외취업의 기회 부여
2. 글로벌 전문가의 양성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
3. 해외취업을 통한 외화획득 및 해외 고급 기술 국내 반영
4. 관련분야 전공자의 해외취업 기회 제공

9. 기대효과
1. 지원자 입장
- 실무 경험을 전수받아 시행착오 없이 직장 생활 가능
- 연수생 본인의 잠재력을 향상 시켜 실무 완수형 인재로 성장
- 지원자와 취업처간 멘토링을 통한 글로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기회 제공
2. 학교 입장
- 취업률 증가를 통해 종합대학평가 및 대학 취업률 강화
- 우수한 인재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청년실업’의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홍보효과 및 사회적 공헌,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대학 이미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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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표 취업처 소개
1. 현지 기업:
SIS International, VentureOut Fifteen Degrees, Imagine Communications, Magaschoni, Inc,
Crankbrothers, Symphony Commerce, Anatomie, Black Frame, Langdon Shiverick, 1 Digital
Agency, Ben Amun, Roma Industries, Buero New York, Target Marketing Digital, Hilldun
Corporation 등
2. 현지 한인기업:
DNA Spealties, Innobaby, makeshop & Company, Binnex Line, UEC, Cerriffy WOM Inc, World
Asia logistics, Hmart, Grand BK 등 200여 업체
3. 국내 해외법인:
LG화학, CJ대한통운, LG판토스, Spigen, Inbody, MBC America, Posco America, KBS, ASIANA
airline, 이마트, 포스코, 한라그룹 등 150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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