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단국대학교 취업역량강화캠프
취업 JOB GO

2021. 07

Ⅰ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2021년 단국대학교 공학인 취업역량강화캠프
취업 JOB GO
○ 일 시: 2021년 8월 25일(수) 09:50~18:10 (1일 과정)
○ 운 영: Zoom 화상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강의 및 컨설팅 운영
○ 대 상: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3학년~4학년 재학생 20명 (25명 가능)
○ 내 용: NCS 기반 취업역량 강화 교육 (채용 동향, 자기소개서 작성법,
입사서류 컨설팅, 면접 전략 및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 等)
○ 프로그램 운영 목적
온라인 취업캠프에 참가하는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3, 4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본 준비와 취업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학생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입사서류 작성에서부터
모의 면접까지 취업 실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함.
○ 온라인 취업캠프 특징
온라인 취업캠프 시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입사서류컨설팅의 개별 컨설팅 시간을 확대하고, 인성 면접
인원을 3:1로 구성해 최대한 상세하게 컨설팅받을 수 있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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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그램 내용

,
1. 일정 및 프로그램 세부내용

시간

프로그램명

09:50~10:00

오리엔테이션

커리큘럼

- 오리엔테이션 및 온라인 운영 사항 공지

- 언택트 시대! 달라진 기업 채용 동향분석
- NCS 기반 공기업 채용 동향분석
기업
채용
동향분석
및
10:00~12:00 합격하는 입사서류작성법 - 서류전형 평가 기준 및 주요항목분석
- 항목별 자기소개서 작성법
- 합격사례분석을 통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 제출한 입사서류 사전 점검 및 첨삭
입사서류 개별 컨설팅 - 입사서류 1:1 컨설팅 (1인 30분 컨설팅)
13:00~15:00 (개별
컨설팅 시간대 운영) - 지원 직무별 입사서류 작성 방향성 제시
- 내용 적합성, 문장 구성 等 완성도 제고
분석을 통한
15:00~16:00 면접 유형
면접 준비

16:00~18:00
18:00~18:10

- 면접 유형 분석 및 면접 프로세스
- 면접 주요질문 분석 및 면접 답변 구성법
- 신뢰감을 전달하는 용모와 복장 연출
- 바른 자세와 태도, 면접 시 주의사항

- 인성 면접 (면접관 1인, 면접자 3인 : 조별 40분 운영)
모의 면접 (인성)
- 면접 총평 및 개별 피드백
(조별 면접 시간대 운영)
(답변 구성, 내용 적절성, 전달력, 태도 等)
- 면접 시 주의사항 및 면접 준비법
과정 마무리

- 과정 마무리 및 온라인 만족도 설문(링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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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강의 및 컨설팅 운영안

온라인 강의 및 컨설팅

운영안

-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교육생 출석확인
- 교육생 모두 화면 ON 상태에서 참여
- 질의 & 응답 및 소통 : 음소거 해제 후 소통
실시간 채팅방 활용한 강의 질의 & 응답
온라인 강의

- 교육생은 첨삭 받을 입사서류 사전 제출
- 강사는 사전 첨삭을 통한 컨설팅 준비
- 1인 기본 30분 컨설팅 진행
- 실시간 참여 불가능자 : 이메일 첨삭 운영
온라인 입사서류컨설팅

- 모의 면접 (인성)
( 운영 : 면접관 1인, 면접자 3인 : 그룹 면접 40분 운영)
- 면접 종료 후 면접 총평
- 개별 피드백
답변 구성, 내용 적절성, 전달력, 태도 等
- 면접 시 주의사항
모의 면접 (인성)

1. 강의 : ZOOM 실시간 강의
2. 입사서류 컨설팅 및 모의 면접 링크 개별 공지 (개별 컨설팅 시간대 맞춰 온라인 참석)
3. 교육생 준비물 : 입사서류 사전 제출
- 8월 18일(수) 공학교육혁신센터 메일로 제출 : dkuciee@dankook.ac.kr
- 입사서류 1개 필수, 2개까지 가능
- 기업 입사 지원을 앞둔 서류 가능 (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던 서류도 가능)
- 본인이 첨삭 받고 싶은 자율 입사서류 (양식은 본인이 선택한 자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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