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20학년도 온라인 GREAT NCS 평가대비교육(2차)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
0. 5

목적
❍ 공공기관(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NCS)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 대비 역량 향상
❍ NCS 3대 영역 별 모의고사 실시 및 해설로 필기 고사 대비 역량을
향상하는 한편 기업 직무분석 특강, 자기소개서 특강으로 취업 준비 역량 강화

운영개요
❍ 프로그램명 : 온라인 GREAT NCS 평가대비교육 프로그램(2차)
❍ 대상 : 제주대학교 및 제주관광대학교 참여학과 재학생 30명, 2팀(초급반 20명, 심화반 10명)
※ 제주관광대학교 참여 5명 이내, 단 지원자가 많을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장소
- 강사 : 서울(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15길 6, 2층 THE BIG STUDY)
- 학생 : 자율 지정 장소(온라인 수강)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학습자 중심 교육
- 웹엑스 프로그램(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
- 교육 전·후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전, 사후모의고사 실시
- NCS 필기고사 3대 영역(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별 온라인 모의고사 실시 후
맞춤형 집중 해설
- 기업/직무분석 특강 및 자소서 특강, 메신저를 활용한 집단 멘토링 교육
❍ 일시 : ’20. 11. 12.(목)~13.(금) / 19.(목)~20.(금) / 26.(목)~27.(금)
/ 12. 3.(목)~4.(금) 16:00~18:00, 총 16시간

프로그램 세부내용
❍ 세부 운영내용
구분

날짜

1

11. 12.(목)

주

시간 / 교육내용
16:00~18:00(2시간)
기업/직무분석특강
‘기업/직무 파헤치기’
자기소개서 특강

차

11. 13.(금)

2

11. 19.(목)

사전모의고사 해설 강의 및 Q&A

차

11. 20.(금)

의사소통영역 해설 강의 및 Q&A

3

11. 26.(목)

수리영역 해설 강의 및 Q&A

차

11. 27.(금)

문제해결영역 해설 강의 및 Q&A

4

12. 3.(목)

최종모의고사 해설 강의 및 Q&A

‘자기소개서 완전 격파’

주

주

주
차

12. 4.(금)

비고

온라인 사전 모의고사 실시
안내 및 마감(~11. 18.)
온라인 의사소통 모의고사
실시 안내 및 마감(~11. 19.)
온라인 수리 모의고사 실시
안내 및 마감(~11. 25.)
온라인 문제해결 모의고사
실시 안내 및 마감(~11. 26.)
온라인 최종 모의고사 실시
안내 및 마감(~12. 2.)
자기소개서 제출 안내

자기소개서(피드백) 특강
‘자기소개서 완전 격파’2

※ 해설 강의 전날 9시부터 22시까지 온라인 모의고사 웹페이지 운영
- 강사 : 메신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모의고사 링크 전달 후 실시 결과 관리
- 학생 : 자율적으로 링크에 접속하여 모의고사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