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기업 취업 경쟁력 갖추기
직무 패키지  | 취업 핵심 직무 교육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 7.5. 13:00~17:00

개발자와 소통이 가능한 IT세상의 큰 그림 이해 

메타버스가 모야? 마케팅의 미래 7.13. 13:00~17:00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에 이어 나타난 새로운 개념 메타버스의 이해

이제 그로스 마케팅 시대 7.14. 13:00~17:00 

디지털마케팅, 퍼포먼스마케팅을 넘어선 그로스마케팅 시대의 적응법 

AR필터 디자인 7.15. 10:00~12:00 

증강현실 디자인 실습: 틱톡 제작 플랫폼 Effect House 활용   

장소  ECC B321호

공급망관리(SCM) 트렌드와 국내외 기업 혁신 사례 7.20. 13:00~17:00

공급망관리의 이해와 중요성 및 활용방안

UX/UI 디자인 이해 및 프로토타입 [이론특강] 7.21. 10:00~17:00 / [실습] 7.22. 10:00~17:00

앱/웹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설계 
장소  포스코관 B161호

IT산업 서비스 기획  7.26. 13:00~17:00

프로젝트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기획직군의 차이점과 기획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이해 

바이오제약 QA/QC  7.26.~8.25. 13:00~18:00

제약업계 이해와 QA/QC 직무이해 

데이터사이언스 패키지  | 코딩언어 활용을 위한 기초 이해 

데이터베이스와 SQL 7.11. 9:00~18:00 / 7.12. 13:00~17:00

SQL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개념과 주요 기능 학습

장소  포스코관 B161호 

데이터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래밍 7.18.~19. 10:00~17:00

R프로그래밍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 이해

장소  포스코관 B161호

구직스킬 패키지  | 자소서/면접 스킬 업

디자인 전공생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와 작성 7.19. 14:00~16:00

채용에서 먹히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서류 특강 패키지 [기업/직무 분석] 8.9. 13:00~15:00 / [입사지원서 작성법] 8.9. 15:30~17:30

차별화된 취업준비 시작을 위한 직무분석 및 지원서 작성법

면접 특강 패키지 [금융권 면접 전략] 8.10. 10:00~12:00 / [채용 면접 전략] 8.10. 13:00~15:00

기업/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면접 전략 완성

 : 대면 교육

2022-여름방학[취업MC]  
교육 프로그램

Business Insight 패키지  | 새로운 채용 환경의 이해

금융시장 Insight 7.4. 14:00~16:0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금융시장 변화와 트렌드 이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Insight 7.6. 14:00~16:00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 개념 및 전통적 혁신 이론과의 연관성 이해

ESG 경영환경 Insight 7.8. 14:00~16:00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와 ESG 경영의 통합적 이해 (화, 목)



MON THE WED THU FRI

7/4
금융시장 Insight

7/5
비전공자를 위한 

IT 지식

7/6
DX Insight

7/7 7/8
경영환경 Insight

7/11
□ SQL (1일차)

7/12
□ SQL (2일차)

7/13
마케팅의 미래 

7/14
그로스마케팅 시대 

7/15
□ AR필터 디자인

7/18
□ R (1일차)

7/19
□ R (2일차)

포트폴리오
준비와 작성

7/20
SCM 트렌드

7/21
□ UX/UI 이론

7/22
□ UX/UI 실습

7/25 7/26
IT산업 서비스기획

QA/QC 시작 

7/27 7/28 7/29

8/8 8/9
기업/직무분석

입사지원서 작성법

8/10
금융권 면접전략

채용 면접전략

8/11 8/12

취업 Master Class
교육 프로그램일정

□  : 대면 교육

QA/QC 종료 

-    주제: 채용 꿀팁, 자소서 핵심, 면접 완벽 대비, 취업포트폴리오, 취준생 BIZ 매너 

※ 8/25

교육대상

국내기업 취업준비생(7학기 이상 재학생, 수료생, 졸업생, 대학원생)

신청일정

6/20(월) 9:00 부터

※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교육신청

THE포트폴리오-THE학습–비교과 관리–교내비교과 신청

확인사항

-    여름방학 교육 안내는 카카오채널을 통해 발송되오니, 

카카오채널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인재개발원> 친구 추가 바랍니다. 

-  인원 제한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 바랍니다.

-     신청 확정 이후 교육 미참여의 경우 향후 인재개발원 교육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업 상시 교육 [취업MC plus]

-    온라인 상시 취업 콘텐츠 제공 

-    주제: 채용 꿀팁, 자소서 핵심, 면접 완벽 대비, 취업포트폴리오, 취준생 BIZ 매너 

-    수강: 이화사이버캠퍼스 – e-Class – 취업 Master Class plus   

문의

인재개발원(02-3277-3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