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크루즈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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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아세아 크루즈전문인력양성사업은 정부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으로서 크루즈승무원을 희망
하는 지원자를 선발하여 크루즈 승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크루즈 승무원 관련교육을 약 3개월 (12주
380시간)의 국내교육과 1개월 (4주 120시간)의 해외 크루즈 아카데미에서 연수 후에 선사면접을 통해 크
루즈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1

2
국내교육

3

해외 크루즈
아카데미

선사면접 → 크루즈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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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일정표
구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교육세부
내용

크루즈승무원

훈련생
모집 & 선발

국내교육
훈련

해외교육
훈련

해외선사
면접/취업

취업 &
결과보고 &
기관평가보고

※ 훈련기간 중 내부일정은 예비소집일 공지예정

세부일정
•모집 및 원서접수 : 2020년 10월 05일(월) ~ 10월 30일(금) 18:00 까지
•면접일 : 2020년 11월 03일(화)
•합격자 발표 : 2020년 11월 05일(목)
•예비소집일 : 2020년 11월 06일(금)
•국비훈련카드등록기간 : 2020년 11월 09일(월) ~ 11월 23일(월)
•훈련기간 : 2020년 11월 25일(수) ~ 02월
※ 면접과 예비소집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 코로나19 인하여 훈련기간 종료일정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구성
국내교육 및 현장학습 380시간 (10주) + 해외연수 120시간 (4주/20일)
※ 해외연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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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간전략사업으로 진행되어지는 크루즈전문인력양성과정은 실업자
(4대보험미가입자, 졸업자및졸업예정자)만 진행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

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회화능력 우수자 우대

전

공

•제한없음 (관광관련 전공자 및 서비스 직종 경력자 우대)

어

학

•영어 토익 500이상
•타 영어자격 점수기준
텝스:419, 토플CBT:163, 토플 IBT:57, 토플PBT:490, 텝스스피킹:32, 토익스피킹:90, 오픽레벨:IM1 이상

•외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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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

•크루즈 선내 호텔부문 서비스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기

•영어 업무수행 가능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우대)

•장기간 해외근무 가능자

타

일반적인 크루즈 선내 조직/ 기본적 이해
•일반적인 크루즈 선내 조직
Deck Part

교육및
취업분야

Marine

Engine Part

운항 분야

관광서비스 분야

Navigator
Food & Beverage

Captain

House Keeping
Entertainment
Hotel

Guest Services
M&R
Casino
Others

Food Service
Bev. Service
Galley
Activity
Sports
Shore Excursion
Retail
Spa Service
Medical
Financial

•기본적이해
Ex) 130,000톤 (Grt)급 크루즈선의 경우 : 승무원 약 1,180명 필요
- Deck Part : abt. 120명
- Engine Part : abt. 130명
- Hotel Dept. : abt. 8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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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선발 과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3차

최종 합격자 발표

아세아크루즈인재양성센터
소정양식→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수진, 크루즈 관련 실무진
개인면접 실시

교육대상자 30명

교강사

외국어교육특화

크루즈 관련 자격증 취득 가능

크루즈 산업 현직 및
실무경력 강사진 70%로 구성되어
실무진 수업 진행

취업 인터뷰 집중 교육
실무용어 반영 교육
1:1 원어민 화상 인터뷰 진행
(방과후 선택 학습)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CPR(심폐소생술) 수료증, STCW,
선원수첩 취득

NCS

국내 교육 특징

NCS 교육

크루즈 현장 실습

국가직무표준어 의거한
크루즈 운영관리 5개의 능력단위를
선별하여 교육 실시

크루즈 선상 체험(Costa),
크루즈 기항지관광 체험,
국내 크루즈 관련 포럼 및 박람회 참석,
항만시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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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자 국내교육훈련, 실습비 전액무료

국비지원
혜택

•훈련 장려금 지급(교통비, 식비)

•과정 이수 시 해양수산부장관명의 수료증 발급, 해외연수기관 수료증 발급, 해양연수원 선원
•기본 교육 이수증 발급 크루즈선사 취업 추천
•관광전공자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발급
•숙박 업체 정보 제공
•해외연수 교육비, 숙박 무료(현지생활비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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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기관

Tianjin Maritime Collage
천진 해양대학교는 단일 크루즈선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크루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곳에서 로열캐리비언의 선사 실무 코어과정
을 단기로 이수할 수 있다. 한 달간의 크루즈 실무 이론 과정 교육(120시간) 후
에, 최종적으로 로열캐리비언 및 타 크루즈선사 면접관과 현지 면접 체험 및 실
제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 과정이다.

GSTA(Genting Star Tourism Academy)
스타크루즈 산하의 크루즈승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Hospitality 산
업의 공인 인증과정뿐만 아니라 고도로 훈련 된 전문 인력을 훈련시킨다. 국제
적 수준의 서비스 환경과 문화에서 성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교과 과정을 결
합한 이론과 경험, 산업기반의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GSTA는 중국의 상
해에 소재하고 있다. 현재에는 드림크루즈의 승무원 교육 훈련도 맡고 있다.

MIHCA(Magsaysay Center for Hospitality and Culinary Arts)
MIHCA는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크루즈 승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서 필리핀 대기업의 Magsaysay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미카는 필리
핀 마닐라뿐만 아니라 마카티, 세부, 만달루용, 자카르타에도 교육기관이 위치
하고 있으며 여러 선사로 크루즈 승무원을 배출하고 있다.

Moses Maritimis Academy in Malaysia
모세 마리타임즈 아카데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크루즈 선사에
크루즈 승무원을 배출을 하고 있으며 TIGA Consuting의 전문적인 방법으
로 크루즈 승무원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배출하는 아카데미이다.

※해외연수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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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부내용

구분

교과목명

단원명(능력단위요소명)

교육형태

1

직업기초능력(NCS기반)

직업기초교육

이론/실습

세계관광문화

이론/실습

국외여행인솔자실무

이론/실습

관광서비스 실무

이론/실습

관광산업과 크루즈의 이해(산업.선박.승무원)

이론

크루즈 조직과 직무

이론

크루즈산업 전무가 특강

이론/실습

크루즈 승객서비스 관리

이론/실습

1203040311_16v2
크루즈 캐빈 관리

크루즈 캐빈 관리

이론/실습

1203040311_16v2
크루즈 위락 시설 관리

크루즈 위락 시설 관리

이론/실습

1203040311_16v2
크루즈 카지노 관리

크루즈 카지노 관리

이론/실습

1203040311_16v2
크루즈 기항지관광 관리

크루즈 기항지관광 관리

이론/실습

1203040311_16v2
크루즈 마케팅

크루즈 마케팅

이론/실습

1203040311_16v2
크루즈 식음료 관리

크루즈 식음료 관리

이론/실습

2

3

관광산업 교육

크루즈 산업의 이해

1203040311_16v2
크루즈 승객서비스 관리

4

장소

수업진행에따른
지정강의실
및
실습실

크루즈 서비스 영어
크루즈 인터뷰 영어

5

이론/실습

영어교육
크루즈 인터뷰 실습 - 문서작성
크루즈 인터뷰 실습 - 모의인터뷰
제2외국어 기초회화 - 중국어

6

이론/실습

제2외국어 기초회화
제2외국어 기초회화 - 일본어
해양연수원 교육

이론/실습

해양수산 연수원
(부산)

이론/실습

현장교육장

이론/실습

해외연수기관

크루즈 항만 및 방선교육

7

현장학습

기항지관광 현장학습
해외연수 교육 - 크루즈 아카데미
완성교육(MICHA, TMC, GSTA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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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2019. 02
2018. 09

해양수산부 크루즈전문인력양성 과정 6기 수료

항공직업전문학교 연혁

2018. 03

제2차 크루즈전문인력양성기관 선정(해양수산부)

연혁

아세아크루즈인재양성센터
(www.aseacruise.com)

해양수산부 크루즈전문인력양성 과정 7기 수료

2018. 02

해양수산부 크루즈전문인력양성 과정 5기 수료

2017. 08

해양수산부 크루즈전문인력양성 과정 4기 수료

2017. 02

해양수산부 크루즈전문인력양성 과정 3기 수료

2016. 08

해양수산부 크루즈전문인력양성 과정 2기 수료

2016. 03

해양수산부 크루즈전문인력양성 과정 1기 수료

2016. 02

우수 호텔리어 양성기관 선정(한국관광공사)

2015. 03

아세아크루즈인재양성센터 설립

2014. 12

크루즈전문인력양성기관 선정(해양수산부)

2013. 08

스타크루즈 공식채용사 JR 크리스탈과 컨소시엄체결

2013. 03

국외여행인솔자과정 교육기관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2008. 03

호텔관광학부내 크루즈승무원과 신설

2006. 01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지정 (고용노동부)

2000. 12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 (건설교통부)

1999. 12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 (서울시청)

1999. 03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승인 (교육인적자원부)

1999. 02

실업자 재취업 직업훈련기관 승인 (고용노동부)

1996. 09

호주 ANAC 조종학교를 설립 운영(2001년까지)

1994. 04

항공산업기사 실기검정장 지정(산업인력공단)

1993. 02

(재)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설립

아세아크루즈인재양성센터는 전 세계의 다양한 크루즈 선사 및 크루즈
산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
다. 크루즈산업 분야의 종사원들이 갖추어야 할 크루즈 산업에 대한 정보,
크루즈 전문지식, 선상 안전, 승무원 소양교육 및 서비스, 그리고 크루즈
선사 취업준비에서 취업 후의 경력개발까지 포괄하는 전문적이고 총체
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인재양성을 육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Facebook : www.facebook.com/aseacruise
Instagram : www.instagram.com/aseatourism

10
산학협력
체결 업체

Costa Cruise
코스타크루즈는 카니발코퍼레이션그룹의 계열 선사로서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사무소
를 설립하여 크루즈상품판매 및 크루즈여행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 27,000명과 세계 70개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CCT Korea
ICCT Korea는 Royal Caribbean 공식 채용 대행사로 Peace Boat와 Royal Caribbean 그리고 Royal Caribbean 산하
의 여러 선사로 승무원을 배출하고 크루즈 운영, 승무원 교육 및 모집을 하는 기업이며 크루즈 승무원 전문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채용사입니다.

JR Crystal Shipping Co., LTD
JR Crystal은 대한민국 유일의 스타 크루즈 공식 채용 대행사로써 크루즈 운영, 승무원 교육 및 모집을 하는 기업이다.
한국내 여러 대학과의 산학협력으로 크루즈 승무원 전문인력양성을 담당한다.

1호선 남영역 도보 5분 소요┃4호선 숙대입구역 도보 10분 소요
6호선·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 도보 10분 소요

04314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25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나래관 601호
04314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71 삼이빌딩 3층 아세아크루즈인재양성센터
T. 070-8662-6793 or 02-714-9709 F. 02-714-1260

www.aseacruis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