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융·복합표준정책학과 학사안내

1. 특전사항
▷ 취업 및 고용연계지원 : 원스톱-올인원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계 고용 연계활동 (산학연계)
▷ 표준인재지원금 : 매월 100만원
- 대상: 융복합표준정책학과 전일제 신입생 및 재학생
- 지원내용: 매월 100만원씩 지급
- 지원요건: 입학 2년 이내 국내외 전문학술지(등재/등재후보지 이상)의 주저논문* 또는 공저논문** 1편 이상
* 주저논문: 논문의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논문을 의미함
** 공저논문: 논문의 공동저자(2인 이하)
- 필수요건 충족 시 졸업 전까지 장학지원 유지 가능
- 논문게재요건: 사사표기* 필수
* 사사표기 문구: 이 논문은 20●●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0008335, 20●●년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양성사업)
※ 표준인재지원금은 교육조교 혹은 연구조교 등 교내장학금 혜택과 별개로 주어져 중복 수혜 가능

2. 지원내용
▷ 과제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시 지원금 지급
▷ 표준 관련 자격증 교육비 지원
▷ 표준 관련 업체와의 산학프로젝트 수행 지원

3. 기타사항
- 본 과정은 학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 소속과 관계없이 주간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 본 과정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표준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입니다.
-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표준전문가란?
- 표준화, 적합성 평가 및 계량 측정 분야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 기술, 경험을 갖춘 자
- 표준 기획 및 평가, 표준 개발, 표준 보급, 표준 협력, 적합성 평가 기획 및 평가, 인증, 인정, 계량측정 기획 및 평가
등의 직무 수행
※ 취업 업종
▷ 공공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국립전파연구원 등
- 표준정책 및 보급 등의 역할 주도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 산업표준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 업무를 지원하
는 기관(국가지정으로 지속적 확대 예정)
- 약 80여개 협회 및 연구기관으로, 민간 수요조사 및 표준안 개발 업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 민간기업
- 대기업(삼성, LG, SK, 현대, 한화, 포스코 등),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분포
- 표준전략 개발 및 시험, 인증 등 업무를 주로 하며, 제조, 서비스, 전자, 식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