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계획
ANC평생교육원은 27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승무원학
원인 ANC승무원학원을 배경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직업가운데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직업은 승무원입니
다. 항공사에 요구하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비하

1. 기관의
운영 목표

는 자세는 승무원이 되기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만들기 귀한 과정을 ANC가 지난 26년간 제시해왔으
며, 국내외 항공사의 압도적인 승무원배출은 앞으로도 승무원이 되고
자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으며, 자신감도 만들어 갈 수 있
습니다“The Dreamy Blue Sky"

구 분

계획
1. 학점은행제 교과운영, 학점은행제 관련기관들과의 제휴 및 학습자

2 전문 인려 학습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전문가 운영
확보
2. 스튜어디스 및 교육 경력이 있는 교강사진 운영
구 분

계획
노동부로부터 해외인력 송출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사업을 운영하
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

3. 우수한

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용달 이사장으로부터 2006.12.29 감사패를 수여

학습자(승무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항공사를 대신하여 본원 학생들은 물
원) 양성의 론 국내 메인 포털 및 각종 언론사를 통해 해당 항공사의 공채소식을
취업 지원

전하고 있으며 지원자 카운셀린, 이력서 교부 및 접수, 예비면접 등을
진행 함
설명회-모의면접-채용대행에

구 분
4. 학습자
관련 지원
구 분
5. 관련 기관
협력

이르는 원스탑 시스템 운영

계획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 및 싱가폴, 동방 항공 등과 같은
외국 항공사 관련 취업 및 채용 관련 하여 직접 추천 진행
계획
보유하고 있는 부족한 학점은행제 과목으로 인해 수강생들이 불편함
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기관들과의 제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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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
1989년 항공승무원 인력추천 및 선발대행 사업 최초 시행 및 1995년
국내 최초 항공승무원학원 설립이후 25년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물론 한국인 항공승무원 선발대행 제휴 27개 외국항

6. 운영
전공의 특성화
및 내실화

공사(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핀에어, 홍콩항공, 스쿳에어, 타이거항공,
드래곤에어, UAE항공, 카타르항공, 필리핀항공, 베트남항공, 오리엔트
타이항공, 중국동방항공, 루프트한자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싱가포르항
공, ANA항공, 에어마카오, 호주안셋항공, 스위스항공, 걸프항공, 오스트
리아 라우다항공,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에어프랑스항공) 한국인승무
원 선발채용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청년의 해외 기업체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구 분
7. 교육

계획
본 원은 타기관에서 처럼 연관성 없는 전공을 복수로 운영하지 않고
항공운항 전공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음

내용의 전문화 학원 과정은 일반 과정과 통합 과정으로 이루어저 있음
통합과정의 운영은 교육청 신고자료를 기초로 운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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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획

본 원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를 하기 위한 학습자를 돕기 위해 다양
한 평생교육 학습을 추천하고 있음
8. 평생교육
타 제도와
연계

- 자격증 : 텔레마케팅 관리사(18학점 인정) 자격증을 추천 및 상담
- 독학자 : 독학사 1단계 과정 5과목(교양 4학점*5과목 인정) 합격을
추천 및 상담
- 전전대학 성적 : 학습자 중 일부는 일반 대학 및 대학교에서 자퇴
및 제적을 하고 학점은행제로 와서 학습하기도 하는데 이때 기존 학점
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변경하도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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