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지원

2020년 수성대학교 취업마스터 캠프 운영 안내

Ⅰ 목적 및 필요성
ㅇ 서류전형에서 면접까지 과정별 클리닉을 통한 자기 주도적 취업 역량 함양
ㅇ 전공별 맞춤 집중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취업준비 유도
ㅇ 취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Ⅱ 세부 추진 계획
1. 사업명: 2020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취업마스터 캠프
2. 참여대상: 졸업예정자 40명(예정)
3. 운영장소: 경주 더 케이(The-K) 호텔
4. 운영기간: 2020. 11. 12(목) ~ 13(금) [1박 2일]
5. 운영방법: 교육 위탁 업체 선정 후 운영
6. 참여신청 및 접수: 구글폼을 이용한 학생 개별 신청 ( https://forms.gle/MganR
yun1JXdao1g7 )
7. 신청기간: 2020. 09. 25(금) 까지 (※ 신청일시 순으로 우선 지원)
8. 기타사항
가.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및 우수자 상장 수여
나. 캠프 일정 해당 수업에 대한 공인출석 인정
다. 수료 학생에 교육 시간당 HC경력마일리지 5점 부여(총 50점)
라. IST인증제의 프로그램 참여 실적으로 인정(BIG역량-진로/취업역량 5점)
마. 사업담당자(취업지원센터) 행사장 상주하여 전체 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

혁신
지원

Ⅲ 취업마스터 캠프 일정(안)
구분

시간
~ 09:00

1
일
차

2
일
차

내 용

강사

비 고

집결

09:00 ~ 11:00

이동(수성대학교 → 경주 The-K 호텔)

11:00 ~ 12:00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 / 사전 설문조사

12:00 ~ 13:00

중식

13:00 ~ 14:00

언택트 시대 취업시장의 변화

미정

강의(1H)

14:00 ~ 15:00

직무분석 및 입사서류 작성 방법

미정

강의(1H)

15:00 ~ 18:00

입사지원서류 작성 및 개별 코칭

미정

실습(3H)

18:00 ~ 19:00

석식

19:00 ~ 21:00

면접요령 및 1분 자기소개 코칭

미정

실습(2H)

21:00 ~

숙소이동, 안전점검 및 취침

07:00 ~ 09:00

조식 및 교육준비

09:00 ~ 12:00

실전 모의면접

미정

실습(3H)

12:00 ~ 13:00

중식

13:00 ~ 14:00

만족도조사 / 총평 및 시상식

14:00 ~

복귀(경주 The-K 호텔 → 수성대학교)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운영 업체와의 협의 하에 변경 가능

Ⅳ 기대효과
ㅇ 단기 집중교육으로 졸업예정자의 취업경쟁력 강화
ㅇ 전공 및 채용 트랜드 맞춤 집중교육을 통한 대학 취업률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