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 멘토링 페스티벌 : 직무 스트리밍

8.27.(토) 10:30~17:30

인재개발ON

다양한 직무에 종사 중인 선배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면?

직무 탐색, 취업 준비 중인 이화인 모두 이.멘.페로 ♡ 

채용박람회 Career Talk
국내.외 기업 담당자와 1:1 채용 상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하반기 취업 준비 중인 이화인은 메타버스로 ♡

9.13.(화)~23.(금) 10:00~19:30

메타버스(ZEP) 및 ZOOM

금융권 채용설명회 & 멘토링
금융권 취업 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구? 

기업 담당자와 현직 이화 선배들이 들려주는 취준 정보가 궁금한 이화인은 ECC로♡

8.31.(수) 13:00~14:30

ECC 삼성홀

9.3.(토) 13:00~17:00

ECC

진로탐색부터 취업준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인재개발원 진로 · 취업 교육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 THE포트폴리오-채용캘린더

• 채용설명회

• 채용상담회

• 취업 MC

• 취업 MC PLUS

• 공기업 EDU

• 외국계 EDU

• 이화멘토링데이

• 톡톡선배 

• 서면첨삭

• 서류면접 (일반 / 특화)

9  취업 컨설팅

10 기업채용추천

8  취업 멘토링7  취업 준비 교육6  채용정보

취준생
7학기 부터

GO! 취업
프리패스

• 현장실습설명회 • cdccoop.ewha.ac.kr • 비즈니스 매너

•   산업안전 · 정보보호 · 양성평등

•   비즈니스 스킬

5  국내 현장실습 정보

• 현장실습 지원서 작성 특강

• 현장실습 면접특강

• 1:1(서류/면접)코칭

국내 현장실습 준비교육 현장실습 사전직무교육SET!
일경험준비생

4학기 부터

일경험
축적

• 방구석진로콘서트

2  진로 탐색 교육 3  진로멘토링

• 진로컨설팅

4  진로컨설팅

• 진로디자인 프로그램

1  진로정보

• 이화인이 간다

커준생│커리어준비생

1학기 부터

GET
READY! 진로설계

완성

교육신청 the.ewha.ac.kr - THE학습 - 비교과관리 인재개발원 02-3277-3216     이화여자대학교 인재개발원     ewha_cdc     ewhajob@ewha.ac.kr

금융권 취업 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구? 

기업 담당자와 현직 이화 선배들이 들려주는 취준 정보가 궁금한 이화인은 ECC로♡



취업정보

2022 채용 트렌드 읽기
9.6.(화) 14:00~15: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산업이야기 NEW
•미래 자동차 산업│9.7.(수) 15:30~17:00
•금융 산업│9.14.(수) 15:30~17:00
•유통 산업│9.21.(수) 15:30~17:00

•정보통신 산업│9.28.(수) 15:30~17:00
•에너지 산업│10.5.(수) 15:30~17:00
•플랫폼 산업│10.12.(수) 15:30~17:00

서류준비

공채 준비
•삼성│9.6.(화) 15:30~17:30
•LG│9.7.(수) 10:00~12:00
•CJ 제일제당│9.13.(화) 10:00~12:00
•CJ ENM│9.13.(화) 15:30~17:30
•SK│9.14.(수) 10:00~12:00 
•은행권│9.15.(목) 9:30~11:00

수시채용 준비
•마스터자소서 작성│9.20.(화) 14:00~17:00
•취업포트폴리오 작성│9.21.(수) 9:30~11:00

직무적성

G-SAT 형 온라인 모의시험
10.4.(화)~23.(일) 중 응시

면접준비

면접전략 특강
10.25.(화) 10:00~12:00

AI면접 전략 특강
10.27.(목) 10:00~12:00

PT 모의면접
10.24.(월), 31.(월), 11.7.(월), 9.(수) 9:30~12:30

현직 인사담당자 모의면접
•온라인│10.21.(금) 13:00~17:30
•오프라인│11.5.(토) 13:00~17:30

미리 경험하는 임원 최종 면접 NEW
•최종 면접(SK)│10.18.(화) 9:30~11:30
•최종 면접(공통①) │11.1.(화) 9:30~11:30
•최종 면접(공통②)│11.8.(화) 9:30~11:30
•최종 면접(유통)│11.14.(월) 9:30~11:30
•최종 면접(금융)│11.15.(화) 9:30~11:30
•최종 면접((CJ)│11.29.(화) 9: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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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Master Class  7

STEP 1.  외국계기업 채용준비

Marketing & Account Executive 직무  
Resume 전략
9.21.(수) 14:00~15:15

Customer Engineer & Field Service Engineer  
직무 Resume 전략
9.28(수) 14:00~15:15

외국계 기업 전직 HR임원이 알려주는 취업꿀팁
10.6.(목) 14:00~15:30 

외국계 기업 현직 HR부장이 설명하는 
Interview 적용법
10.12.(수) 14:00~16:00 

STEP 2.  현직자 랜선 미팅

외국계 '의약품 제조' 기업의 '홍보' 직무 이해
9.29.(목) 14:00~15:00

IT기업의 아이콘, 구글의 Sales 이야기
9.23.(금) 예정

STEP 3.  외국계 코칭

9월 7일, 14일, 21일, 28일(수) 10:30, 11:30

10월 5일, 12일, 19일, 26일(수) 10:30, 11:30

11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수) 10:30, 11:30

12월 7일, 14일, 21일, 28일(수) 10:30, 11:30

STEP 1.  NCS 준비

피셋형 NCS 문제풀이 NEW
•문제해결+자원관리│8.29.(월) 10:00~17:00
•수리능력│8.30.(화) 10:00~17:00
•의사소통│8.31.(수) 10:00~13:00
•조직이해+직업윤리│8.31.(수) 15:30~17:30 

NCS SELF 평가 
6회차 시험지 배부

STEP 2.  공기업 취업 실전

22 하반기 금융공기업 서류작성 이해
9.7.(수) 14:00~15:30

NCS 서류작성: 사무직
9.14.(수) 14:00~15:30

서류전형 후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작성법
9.14.(수) 9:30~11:00

공기업 직무수행능력 시험 대비  
Final 경제학 핵심요약 압축특강
9.15.(목) 15:30~17:30

Final 경영학 핵심요약 압축 특강
9.16.(금) 15:30~17:30

공기업 직무면접 준비법
9.28.(수) 9:30~11:00

공기업 토론면접 준비법
9.28.(수) 11:00~12:00

공기업 상황면접 준비법
9.28.(수) 12:30~14:00

완벽한 공기업 면접준비 
ESG. 사회적개념이해
9.21.(수) 9:30~11:00

금융공기업 취준 스터디│9.7.(수), 14.(수), 21.(수), 28.(수)

STEP 3.  1:1 컨설팅

9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목) 10:00, 11:00

10월 6일, 13일, 20일, 27일(목) 10:00, 11:00

11월 3일, 10일, 17일, 24일(목) 10:00, 11:00

12월 12일, 19일(월) 10:00. 11:00

공기업 EDU  7

외국계 EDU  7
취업 MC PLUS  7

인재개발원의 온라인 취업교육 프로그램

•수시채용에 대비해 언제나 취준!

•전문적인 취업 노하우 상시 참조!

이화여자대학교 사이버캠퍼스

e-Class

2022학년도 2학기 취업MC PLUS

2022 OPEN!

채용
꿀팁

직무
이해

자소서
핵심

취준생 
BIZ매너

학습
영역

취업
포트폴리오

면접
완벽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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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구석진로콘서트

9.16.(금)
언론, 커머스, O2O까지 분야를 넘나드는  

리쿠르터의 커리어패스
11.18.(금)

시니어가 말하는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되는 법

9.23.(금)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접수한 일잘러 

기획자의 진로스토리
11.25.(금)

컨설턴트에서 다큐콘텐츠 제작/배급사 

대표가 되기까지

10.28.(금)
ICT 기술과 금융서비스(핀테크) 미래와  

진출방법
12.23.(금)

LG, CISCO, KIA, 글로벌 기업 인재가 

추천하는 재학 중 역량 개발

11.4.(금)
데이터로 대체 불가능한 마케터가 되기  

위한 진로개발
12.30.(금)

시애틀 테크기업 엔지니어가 된 

문과선배 이야기

2   진로디자인프로그램

10월 말 /

12월 말 예정

•자기이해/분석

•진로직무 정보탐색, 진로로드맵 작성

•Action Plan 설계

1   이화인이간다

데이터 기반 진로 맞춤형 가이드북 전공별 선배들의 

진출 기업 또는 직무 정보 확인가능! 

2   전문분야 진출 설명회

•국가 공무원으로 가는 길
•법전원으로 가는 길

2   전문분야 준비 교육

•국가고시준비반

•ROTC준비반

•LEET EDU

진로탐색

채용정보 채용추천기업 채용추천 POSITION 채용추천 PROCESS

•THE포트폴리오-채용캘린더

•채용설명회

•채용상담회

인재개발원에 채용추천을 요청한

국내 및 외국계 기업 

•정규직, 계약직 

•채용전환형 인턴

•체험형 단기 인턴

THE포트폴리오 채용추천 공지 → THE포트폴리오에서 지원 → 채

용추천 대상자 확정  →   (채용추천 후보 대상 1:1 코칭)

→ 채용추천 → 기업전형 진행 → 최종입사 

실습기간에 따라 현장실습, 글로벌 인턴십 교양교과목 학점인정 

지원시기 지원방법 실습기간 실습대상

국내 

현장실습

학기 중: 1월, 7월

방학 중: 5월, 11월

현장실습사이트

cdccoop.ewha.ac.kr

학기 중: 16주

방학 중: 8주

학부 3~4학년 재학생  

※ 휴학, 수료, 유예 학생 지원 불가

글로벌

인턴십
수시지원

THE포트폴리오

the.ewha.ac.kr
주당 최소 40시간 4주 이상

학부 3~4학년 재학 및 휴학생

※ 수료, 졸업, 교환학생 및 외국인전형 입학생 지원 불가

현장실습
&인턴십

채용정보/
채용추천

이화멘토링데이 톡톡선배 코멘토

내용

•사회진출 초년생(1~3년차) 재직 선배 멘토

•직무 분야에 대한 소개 및 취업 준비 경험 공유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생생한 취업 노하우 전수

•이화 취업 선배 어드바이스

•채용프로세스/면접/서류 질문

•이화 선배 포함 재직자 멘토

•취업/직무/자기소개서/면접 관련

진행 학기중 3~4회/방학중 1~2회 상시

신청 THE포트폴리오 → 비교과 관리 THE포트폴리오 → 미래설계 → 현직자멘토링 → 톡톡선배 or 코멘토@이화

취업&직무
멘토링

신청방법 신청일정 대기자 신청

•THE포트폴리오 the.ewha.ac.kr - 상담관리

•1:1 취업컨설팅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차주 일정 오픈

•컨설팅 전일 오전 9시까지 신청취소 가능

•컨설팅 전일 오전 9시까지 필수서류 제출

•컨설팅 신청 마감 후 대기자로 신청 가능

•  대기자 신청의 경우, 컨설팅이 반드시 진행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학생 취소시 개별로 연락함 

진로취업
컨설팅

: ZOOM
진행영역 

•전분야

•공기업

•이공계

•  방송 콘텐츠 엔터

•외국계

진로 · 취업
컨설팅

서류 · 면접
클리닉

서면첨삭
클리닉

※ 일정 및 주제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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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Join the program인재개발원 with U Career Info & Tip

인재개발원 진로 · 취업 프로그램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인재개발ON    THE포트폴리오 the.ewha.ac.kr

현장실습 cdccoop.ewha.ac.kr

카카오채널 이화여자대학교 인재개발원   

카톡
4 4

으로 
간편하게 받아보는 
인재개발원 소식!

채널메시지 수신
•진로 · 취업 프로그램 

•진로 · 취업 컨설팅

•채용 · 현장실습 정보

알림톡 수신

채널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실행

2 검색창에 “이화여자대학교 

인재개발원� 검색

3 채널추가하기

지금 QR코드를 통해

채널을 추가해보세요.

입장 방법

인재개발원 카카오채널 채널 메뉴 : 인재개발ON

THE포트폴리오 검색 : 인재개발ON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퀵메뉴 상단 : 인재개발ON

인재개발ON On Air

이화
멘토링데이

진로 · 취업
컨설팅

진로 · 취업
프로그램

실전대비    온라인 AI면접 & 역량검사

AI면접
질문선택면접, 경험기반면접, 

상황면접, 가치관 면접

AI역량검사
비교하기, 기억하기 등 역량 게임 

제휴대학 학생 인증절차

➊ JOBDA(www.jobda.im/position) 접속 ▶ 회원가입

➋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계정(ID) 설정

➌ 생성된 계정(ID)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➍ 마이페이지- 제휴서비스신청 관리 ▶ 제휴대학 인증

➎ 제휴대학 이메일 인증 ▶ 본인주소@ewhain.net 메일 기입

➏ ewhain.net 메일로 수신된 인증번호 확인 후 기입

면접대비    온라인 기업리뷰

•기업리뷰, 합격자 면접후기

연봉, 현직자 솔직 정보 확인

•직무분석리포트, 자소서가이드 

면접꿀팁, 온라인 직무적성검사 실시

제휴대학 학생 인증절차

➊ 잡플래닛(www.jobplanet.co.kr) 접속 – 회원가입

➋ 본인주소@ewhain.net 활용하여 개인회원 가입

➌ ewhain.net 수신된 인증메일 확인

➍ 잡플래닛 계정페이지 학적 정보 확인

준비초기    온라인 취업솔루션

•자기소개서, 직무적성검사

면접, NCS 공사/공기업

•기업인적성 온라인 검사 실시

제휴대학 학생 이용방법

➊ THE포트폴리오 ▶ 학번 로그인

➋ 미래설계-취업자료 ▶ 에듀스@이화

사이버캠퍼스 cyber.ewha.ac.kr

진로 · 취업 프로그램 신청

THE학습 ▶ 비교과관리 ▶ 교내비교과 신청

 진로 · 취업 컨설팅 신청

상담관리 ▶ 1:1취업컨설팅

톡톡선배 신청

미래설계 ▶ 현직자멘토링 ▶ 톡톡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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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MC PLUS 상시 교육

e-Class ▶ 2022-2 취업MC PLUS

공기업 EDU 상시 교육

e-Class ▶ 2022-2 공기업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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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모집 정보 확인

현장실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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