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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개념에 대한 이론은 물론 실체를 이해하는데 있으며, 더
강의 목표

나아가 공기업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며 장래 공기업 취업
과정에서 희망직무별 역량확보 방안도 사전에 탐색하여 성공적인
진로설정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1. 직업·직무·취업의 개념이해
취업 이후 수행할 직무의 내용과 특성을 이해하고, 일을 통한 가치
창출과 자신의 인생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게 한다
2. 공기업의 본질과 특성
공기업의 특성인 공익성과 수익성을 설명하고 그로 인한 공기업 직
무의 특성과 기업문화 그리고 시스템을 소개한다
3. 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산업분야별 구분, 소유형태에 의한 구분 등 다양한 공기
업군의 분류를 통해 이해를 돕는다.
4. 공기업별 취업선택 기준
하는 일의 특성과 안정성·성장성·인사제도·복지수준에 입각한 직업
선택의 기준을 소개한다
5. 공기업별 소개Ⅰ(시장형, 준시장형)

강의 설명

국영공기업 중에서 대형공기업에 속한 기업군을 소개하고 취업전형
과 대비요령을 소개한다
6. 공기업별 소개Ⅱ(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공기업중 준정부기관에 속한 기업군을 소개하고 대형조직 중심으로
선택적인 소개를 한다
7. 공기업별 소개Ⅲ(지방공기업)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하여 성장성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방공기
업군을 소개한다
8. 공기업 취업전략
직무기초역량, 직무전문역량, 인성 등과 관련한 자가진단법과 자기
자신에 적합한 개인별 취업전략을 소개한다
9. 자기소개서 작성법
공기업별 인재상 핵심가치에 부합한 항목별 작성법과 핵심역량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10. 공기업 인성면접 전략 및 성공사례
공기업 공통의 인성면접 항목을 소개하고 개인별 대응방법을 소개
한다. 특히 최근 입사에 성공한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할 수 있도
록 소개한다.
11. 공기업 PT면접 대비전략
PT면접의 이해, 실전사례, 준비전략 및 실습에 대해 소개한다
12. 공기업 토론면접 대비전략
토론면접에 대한 이해, 실전사례, 준비전략 및 실습에 대해 소개한
다
강의 설명

13. 실전사례 종합정리
면접전형의 영역별로 실전사례들을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로 구분하
여 제시하고, 강평하므로서 자기소개서 작성의 실질적인 능력을 키
울 수 있도록 한다
14. 실기평가(기말고사)
인성면접을 모의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여 학습성과를 확인하고 개인
별 개선점도 도출한다
15. 실기평가결과 강평
개인별 평가결과, 장단점을 도출하여 피드백하므로써 개인의 취업
역량 증진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