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프로그램명 내용 방법 특전

3월~6월
(학과별일정상이)

4학년
구직스킬강화프로그램

학과별로자기소개서완성을위해 4시간
동안집중컨설팅지도하는프로그램

ZOOM 스탬프 1개

3월~6월
(학과별일정상이)

학과별실무인재양성
프로그램

전공관련진출분야취업준비를위한실
무교육운영(신청학과에한해진행)

온라인/
대면

스탬프 1개

3월~6월중 기업분석경진대회
중소/중견/창업기업중 1개기업을자율
적으로선택하여분석, 보고서작성, 발표
하는경진대회

온라인/
대면

스탬프 2개,
마일리지 100점

4월~6월 직무중심취업동아리
졸업선배와멘토링하며직무를이해하고
(2~3학년), 전문가를통한지속적인취업
컨설팅(4학년) 받으며활동하는동아리

온라인/
대면

스탬프 1개,
마일리지 300점

4월~7월
CAREER 
온라인홍보단

진로및취업프로그램에참여하며홍보
영상및기사를제작하는활동

온라인/
대면

스탬프 1개
마일리지 100점

4월~6월
진로및취업프로그램
기획공모전

학생의입장에서꼭필요한, 참신한진로
및취업프로그램을기획해보는경진대회

온라인/
대면

스탬프 1개,
마일리지 100점

3/5(금), 3/12(금), 
3/19(금), 3/26(금)

12:00~13:00
금요 LUNCH 특강

채용트렌드, 입사지원서작성법, 면접전
략등에대한취업특강

ZOOM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각 20점

3/11(목)~3/28(일) 엑셀데이터실무관리(1)
엑셀의기초부터함수기능, 데이터분석
및관리를위한집중교육프로그램

e-class
스탬프 3개,
마일리지 100점

3/15(월)~3/26(금)
공기업 NCS대비
온라인스터디프로그램

공기업취업의필수과정인 NCS시험에
대한이해및문제유형파악, 풀이교육

온라인
스탬프 3개,
마일리지 100점

2021-1학기취업프로그램일정 (1)



일시 프로그램명 내용 방법 특전

3/23(화), 3/25(목), 
3/30(화), 4/1(목)
17:00~19:00

취업-진로집단상담프
로그램

취업과진로에대한고민을털어놓고, 
나누며치유할수있는상담프로그램

다니엘관
B101호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 100점

4/6(화)~4/8(목)
18:00~19:30

선배와의대화1~4차
우리학교졸업생선배를통해듣는취업
성공노하우및직무이야기

대면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각 20점

4/6(화)
14:00~17:00

입사지원서 1일완성반
컨설턴트와현장에서입사지원서를직접
작성하며완성해가는프로그램

다니엘관
B101호

스탬프 1개,
마일리지각 20점

4/13(화)~4/15(목) 1:10 직무컨설팅
직무전문가 1명과학생 10명이직무에
대해집중적으로컨설팅하는프로그램

다니엘관
B101호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각 20점

4/20(화)~4/22(목) 찾아가는일자리본부(1)
일자리본부프로그램과청년정책에대해
알아보고, 설문도참여하는프로그램

솔로몬광장 스탬프 1개

4/27(화)~4/29(목)
지역청년과함께하는
온라인현직자멘토링

멘토링전문기업잇다가운영하는온라인
현직자멘토링 (타대생참여가능)

온라인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각 20점

5/7(금), 5/14(금), 
5/21(금), 5/28(금)

12:00~13:00
금요 LUNCH 특강

채용트렌드, 입사지원서작성법, 면접전
략등에대한취업특강

ZOOM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각 20점

5/3(월)~5/21(금) 엑셀데이터실무관리(2)
엑셀의기초부터함수기능, 데이터분석
및관리를위한집중교육프로그램

e-class
스탬프 3개,
마일리지 100점

5/11(화)~5/13(목)
직무박람회
Job Festival

직무전문가와의상담, 취업특강, 이벤트
등에참여할수있는박람회

솔로몬광장 스탬프 1개외

2021-1학기취업프로그램일정(2)



일시 프로그램명 내용 방법 특전

5/17(월)~5/18(화) 실전면접뽀개기
실전면접진행, 면접스크립트&스피치
코칭, 면접영상촬영및피드백

다니엘관
B102호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 20점

5/17(월)~5/18(화) 찾아가는일자리본부(2)
일자리본부프로그램과청년정책에대해
알아보고, 설문도참여하는프로그램

솔로몬광장 스탬프 1개

5/24(월)~5/27(목) 인사담당자특강1~4차
인사담당자에게직접듣는기업특성별
채용트렌드및취업전략

온라인 or
대면

스탬프 2개,
마일리지 100점

6/1(화)~6/3(목)
CAP+(청년취업진로지
도프로그램)

진로와자기탐색, 경험및강점탐색, 기업
탐색등진로, 취업고민을나누며교육

다니엘관
B101호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 100점

6/3(목)
취업준비를위한
노동법

취업시알아두면좋은노동법에대한
특강(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온라인 or
대면

스탬프 1개
마일리지 20점

6/8(화) 중소기업바로알기
중소기업에대한생각바로하기, 우수중
소기업소개및탐색방법특강

온라인 or
대면

스탬프 1개
마일리지 20점

6/9(수) 중견기업바로알기
규모별, 지역별중견기업에대한정보부
터상세한취업전략까지알아보는특강

온라인 or
대면

스탬프 1개,
마일리지 20점

6월~7월 직무역량강화프로그램
실무에서요구하는기술및자격습득을
위한직무역량집중교육

온라인 or
대면

스탬프 1일 1개씩,
마일리지 100점

7/5(월)~7/23(금) 엑셀데이터실무관리(3)
엑셀의기초부터함수기능, 데이터분석
및관리를위한집중교육프로그램

e-class
스탬프 3개,
마일리지 100점

2021-1학기취업프로그램일정 (3)

★위의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방법및일정등이변경될 수있습니다. 
프로그램별 공지는 삼육대학교 홈페이지-취/창업공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문의:02-3399-3193)



취업프로그램참여부터수료증출력까지, PROCESS 

취업진로정보시스템
로그인

대학일자리본부-
비교과 프로그램

해당프로그램 클릭 신청하기

1. 취업프로그램참여신청하기

프로그램 일자및장소확인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기 출석확인꼭하기 적극적인 경청과참여

2. 취업프로그램참여하기

취업진로정보시스템
로그인

대학일자리본부-
비교과 프로그램

해당프로그램 클릭
만족도 조사후
수료증 출력

3. 참여확인받기 (프로그램 참여 다음 날 오후부터 가능)

• 수료증과스탬프는같습니다.(수료증 1개=스탬프 1개)
• 1개의프로그램참여후수료증과스탬프를동시에받을수없습니다.
• 대부분의프로그램은수료증발급이나, 연속적인교육의경우참석당일스탬프를찍어드립니다.

* 취업진로정보시스템 (sujpf.syu.ac.kr)은학교홈페이지나 SU-WINGs를통해서도들어갈수있습니다.

[대학일자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