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석박사의 슬기로운 취업 준비 생활

경력개발 자가설계 과정(이공계석박사-1기)
교육목표
○ 동기, 가치관, 관점, 문제해결방식, 잠재력 등 나의 강점 이해

○ 미래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를 통한 경력개발 동기 강화

과정개요
○ 대상 : 이공계 석박사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 50명(선착순)
○ 기간 : 실시간 온라인 교육일 기준(총 2회, 6시간)
- (1기) 2020. 7. 28(화), 8. 4(화) 14:00 ~ 17:00
- (2기) 2020. 7.30(목), 8. 6(목) 14:00 ~ 17:00
- (3기) 2020. 8.10(월), 8. 17(월) 14:00 ~ 17:00
- (4기) 2020. 8.12(수), 8. 19(수) 14:00 ~ 17:00
* 2기, 3기, 4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각의 안내문 참고
○ 장소 : 모든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단, 희망자에 한해 대면 멘토링 참여 가능)
○ 교육비 : 100,000원(교육수료 후 교육참여 보고서 제출 한 모든 교육생 10만원 원고료 지급)

특징
○ 진단 및 분석, 개인의 미래 경력개발 로드맵 작성
○ 이공계석박사 주요 경력경로(연구원, 교수, 창업가 등) 선배 및 취업전문가 1:1 멘토링

문의처
○ 전승현 전문관리원(043-251-7031 / jeonsh@kird.re.kr)

교육내용 및 일정
구분

온라인
개별 진단

주요 내용

• 동기, 가치관, 관점, 문제해결 방식, 잠재력 등 진단

일정

비고

~ 7.23(목) 까지

필수

~ 7.24(금) 까지

필수

• 나의 성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진단

↓
온라인
사전학습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커리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 ‘나’ 중심의 커리어 방향성 탐색 위한 방법론 소개

↓
• 강점 진단을 통해 도출된 나만의 잠재력과 차별성 분석
실시간

• 커리어 분석을 통한 나의 본질적인 핵심역량 발굴

온라인

• 나에게 최적화된 환경, 업무 방식, 소통 방식 등 정의

교육

7.28(화), 8.4(화)
14:00 ~ 17:00

필수

• 경력과 강점을 극대화하는 직무 및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 분석한 커리어 정보의 정확성과 현실성 검증 방법

↓
온라인

주요 경력경로(연구원, 교수, 창업가 등)별 전문가와 그룹

8.11(화)

그룹 멘토링

멘토링

14:00 ~ 17:00

↓
오프라인

교육생 희망 경로별 전문가 매칭

멘토링

1:1 대면 멘토링

↓
온라인
멘토링

희망자에 한해
개별 공지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법 등 1:1 비대면 멘토링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택

기타사항
참가준비
○ 모든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단, 희망자에 한해 대면 1:1 멘토링 제공)

※ 준비물: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가 장착된 기기(PC, 노트북 등)
○ 교육수료 후 교육참여 보고서 제출 한 모든 교육생에게 10만원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1:1 대면 멘토링 참여 시 교통비 및 보고서 제출 시 원고료 지급(20만원, 40명으로 제한함)

수강신청 및 취소
○ 신청기간 : ~ 2020. 7. 17(금)
○ 신청방법 : KIRD 홈페이지(www.kird.re.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당과정 수강신청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결과 확인 가능)
○ 교육비납입 :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중 선택(기숙사비 별도)
○ 수강변경·취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취소일에 따라 환불금이 다름)
* 진단 참여 후 취소 시 진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비가 환불됩니다.
* 교육 1일 전 취소(근무일 기준 18시 이전) : 전액 환불
* 교육 하루 전 취소(근무일 기준 18시 이후)~교육 당일 시작 전 : 1일 교육비 징수
* 교육 시작 후 취소 시 : 전체 교육비 징수

교육수료
○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참석률 80%이상,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 80%미만 시 자동 미수료 입니다.
○ 교육기간 중 교육 불참 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담당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
○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KIRD 홈페이지(www.kird.re.kr) 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