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다섯째 주 (05.27 ~ 05.3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채용행사, 기업체 리크루팅 및 사회진출 프로그램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비 고

[특강] 로스쿨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이해 (박언경 교수)

5.28(화) 15:00~17:00

청운관 306-1호

[특강] UN 및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이해와 준비 (문상기 교수)

5.29(수) 14:00~15:00

청운관 306-1호

[명사특강 시리즈 제5탄] - ‘미래 글로벌 인재의 조건’
연사 : 유순신 유엔파트너즈 CEO

5.29(수) 15:00~16:30

청운관 B117호

[특강] 인터뷰의 일곱 가지의 비밀 (한준기 교수)

5.30(목) 14:00~15:30

청운관 306-1호

국가정보원 정기공채 설명회  채용담당관과의 대화

5.30(목) 15:00~16:30

네오관 103호

직무탐색 집중교육 '잡(Job)담(談)' 1차 - 공기업의 이해

5.30(목) 18:30~21:30

네오관 103호

개교 70주년 기념 ‘경희 굿즈 아이디어’ 공모전

6.9(일)까지 작품 접수

사전신청 필수

오픈랩(ols@khu.ac.kr)메일 접수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채용면담  당일 현장 접수 / 채용설명회·특강  사전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연수신청) 또는 당일 현장접수
* 협조전 발급은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 또는 미래인재센터에 방문 요청 [채용면담은 협조전 발급 불가]
◈ 기타 사항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교내공지) 및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2. 사회진출 지원 맞춤형 컨설팅 (1:1)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청운관 상담시간※

컨설턴트

분야

장 소

이연의
박언경
홍상기
오신종
윤정훈
문상기
이종구

이력서 및 자소서 첨삭
로스쿨/공기업/공무원
직무‧기업분석/면접전략
대기업/직무분석
외국계기업/영문이력서
대기업/UN·국제기구/서비스산업군
금융권/대기업

오비스홀 355호
제1법학관 107-2호
청운관 1층 5번 상담실
오비스홀 356호
청운관 1층 2번 상담실
청운관 1층 상담실
네오르네상스관 330호

목
화
월
월
금

신청방법

10:00~18:00
09:00~17:00
09:00~17:00
09:00~12:00
10:00~14:00
상시
-

종합정보시스템
사전예약
- 수업/성적/상담
- 상담예약신청 -취업
- 컨설턴트 별 신청
미래인재센터 문의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취소 불가 (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취업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담당 교수 참고 바람
※ 2019-1학기부터 학생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운관 상담시간을 컨설턴트별로 주1회 마련 (위치 : 청운관1층 2번 상담실)
컨설턴트 사정에 따라 상담시간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종합정보시스템 사전예약시 일정 및 장소 확인 가능

3. 미래인재센터 SNS - 취업 및 사회진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
▶ 앱 설치 → PUSH 취업정보 수신 동의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개인정보변경-PUSH 수신 동의 체크

KHU 알리미 앱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인스타그램 (#khu_job)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 페이스북 검색창에 “khu_job”검색 → “팔로우하기”
▶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khu_job”검색 → “팔로우하기”
▶ 카카오톡 검색창에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검색 → “친구추가”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 (서울C)
홈페이지

job.khu.ac.kr
연락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02-961-0167~8

이메일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job@kh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