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취업역량강화 실전캠프
1. 개최 목적
□ 본 프로그램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분석, 채용 동향 분석, 입사지원서와
면접까지 전사적인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숙박형 캠프임.
□ 취업 전문 강사진의 심층 컨설팅과 현직 글로벌 주요기업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모의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장소 및 일정
□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 2월 22일(금), 2박 3일간의 외부연수원 캠프
□ 연수 장소 : 교원그룹 교원비전센터 연구동 중강의장A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2182 )
□ 집결 장소 : 국민대 용두리상 앞 아시아관광 버스 (2/20(수) 오전 9시 45분 집결)
□ 준비물 : 개인세면도구, 필기도구, 노트북(필요시 지참)
3. 참가 기업
□ LG그룹, SK그룹, A항공사, N금융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인사 담당자
4. 신청 방법 및 안내사항
□ 기간
- 신청 기간 : 2019.01.30.(수) ~ 02.15.(금)
- 합격자 발표 : 2.18.(월) 예정 (입사지원서 등 평가하여 선발)
□ 대상 : 3학년 이상
□ 방법 : 경력개발지원단 홈페이지 > 교육/행사 > 교육프로그램에서
해당 프로그램 선택하여 첨부된 입사지원서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비용 : 무료
□ 기타 : 플러스 알파 25시간 인정, 참가증명서 발급(공결처리서 발급 불가)
5. 문의
□ 인재양성 HR연구소(운영기관) 조용기 팀장 : 070-4800-6229
□ 경력개발지원단 취업지원센터 : 02-910-4063

6. 일정
일 자

주 제

대
기
업
반

- 프로그램 소개 및 담당자 소개
- 연수원 안전 유의사항
- 입소식

11:30~12:00

[Phase 01]
채용시장 동향
및 트렌드 전망
& 취업정보 활용법

[특강] 새로운 채용 트렌드
- 2019년도 상반기 미래 채용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예측
- 효과적인 채용시장 취업 트렌드 전망 분석
- 취업정보수집 및 활용법 / 취업정보수집 전략

13:00~14:00

[Phase 02]
NCS
역량기반(스펙초월)
입사지원서 작성법

[Phase 01]
공
기
업
반

시 간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Phase 03]
직무의 종류 및 이해
& 기업 분석
[중견기업 대비 포함]

1일차
(2/20,수)

내 용

NCS 채용전략

[Phase 02-03]
NCS 자소서 작성

[Phase 04]
직무(職務) 및 진로,
NCS 기반 입사지원서
컨설팅(클리닉) Ⅰ

[참여형 특강] 실습과 피드백
입사서류 작성시 업종별, 전공별 유의점 및 작성 Skill 향상
역량기반(Competency-Based)의 입사서류 작성법
Best 입사지원서의 단계별 작성법
자신의 경험을 입사지원서에 표현하는 방법

14:00~15:00

[특강]
다양한 사례를 통한 직무의 이해
직무 수행 시 애로사항 및 요구 역량의 이해
사례를 통한 기업이 요구하는 공통역량 및 리더십 역량 발굴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유형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직무지식,
기술, 태도)
- 대기업, 중견기업 분석을 통한 희망 진로 취업준비 로드맵
설계

15:00~18:00

[특강] NCS 채용 프로세스 이해
-24개 분류체계 이해와 취업준비 이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 100% 활용법
-클린아이이로 알아보는 지방 공기업 채용정보

13:00~15:00

- 10 가지 직업기초능력 이해를 통한 자소서 작성법
- STAR 방식으로 작성하는 역량 자소서
- 직무기술서 K.S.A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직무의 이해

15:00~18:00

[참여형 실습] 희망직무별 분반 진행 (개별 /조별 컨설팅)
- 직무별 중요 능력단위 (NCS) 위주의 클리닉 진행
- 희망기업, 진로, 직종, 직무에 대한 Q&A
- 미리 작성한 자신의 입사지원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여 나만의 수준 높은 NCS(직무역량)기반
입사지원서 완성

19:00~22:30

-

-

[Phase 05]
직무(職務) 및 진로 ,
NCS 기반 입사지원서
컨설팅(클리닉) Ⅱ

2일차
(2/21,목)

[Phase 06]
1분 자기소개
(도전 99 초를 잡아라!!)

[참여형 실습] 희망직무별 분반 진행 (개별 /조별 컨설팅)
- 직무별 중요 능력단위 (NCS) 위주의 클리닉 진행
- 희망기업, 진로, 직종, 직무에 대한 Q&A
- 미리 작성한 자신의 입사지원서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여 나만의 수준 높은 NCS(직무역량)기반
입사지원서 완성

-

[참여형 특강 실습과 피드백
자기소개 합격 / 불합격 사례 연구
개인별 1 분 자기소개
개인별 비디오 녹화를 통한 분석
강사의 1:1 코칭

09:00~12:00

13:00~17:00

[Phase 07]
Role – Playing
모의면접
(역할 상황극 )Ⅰ

[참여형 실습] 조별 분반 진행 및 실습과 피드백
- 면접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 모의면접
- 비디오 캠코더 녹화 및 문제점 진단
- 면접 자세, 복장, 이미지, 보이스 집중점검

17:00~18:00

[Phase 08]
Role – Playing
모의면접
(역할 상황극) Ⅱ

[참여형 실습] 조별 분반 진행 및 실습과 피드백
- 면접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 모의면접
- 비디오 캠코더 녹화 및 문제점 진단
- 면접 자세, 복장, 이미지, 보이스 집중점검

19:00~22:00

[특강]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기업의 핵심 인재상과 인성
- 기업의 인성 평가기준 분석을 통한 면접전략 수립
- 면접유형별 (집단인성/토론/PT) 전략 수립

09:00~10:30

[Phase 09]
최근 면접 동향 및
면접 전략

:: 집단인성, 토론면접 – 4개 기업 면접 ::
[Phase 10]
현직 주요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실전대비 모의면접 Ⅰ

3일차
(2/22,금)

[참여형 실습] 희망 업종별 기업 매칭
- 실전과 동일한 분위기의 압박면접 실시
- 현직 인사담당자가 평가하는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면접태도와 자세
- 면접 평가표를 통한 현직 인사담당자의
NCS(직무역량)기반 상세한 개별 Feed-back
- 면접 자세, 복장, 이미지, 보이스 집중점검

10:30~12:30

:: 토론면접, PT면접 – 4개 기업 면접 ::
[Phase 11]
현직 주요기업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실전대비 모의면접 Ⅱ

[Phase 12]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시원한 Talk Concert
[수료식]
(Closing)

[참여형 실습] 희망 업종별 기업 매칭
- 실전과 동일한 분위기의 압박면접 실시
- 현직 인사담당자가 평가하는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면접태도와 자세
- 면접 평가표를 통한 현직 인사담당자의
NCS(직무역량)기반 상세한 개별 Feed-back
- 면접 자세, 복장, 이미지, 보이스 집중점검

13:30~15:30

[참여형 특강] 간담회
- 준비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Q&A
- 취업 준비생의 어려움과 고충에 대한 Q&A

15:30~16:00

- 프로그램 총평 / 수료 동영상 시연 / 설문지 작성 /
수료증 배부 / 단체사진 촬영 / 퇴소식

16:00~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